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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존재와 시간의 말(Rede) 개념을 그 범위와 기능의 측면에서 규정

하고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제34절에서 말

에 대해 설명하면서 “분절화”, “의의 전체” 등 하이데거 특유의 개념들

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말을 언어와 구별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이 때문

에 제34절의 설명만으로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으며 현존재의 개시

성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즉각적으로 알아내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

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에 대한 선행연구의 해석들을 비교 검토

하고 필요한 경우 존재와 시간의 관련 부분에 대한 필자의 해석을 적

극적으로 제시한다.

하이데거는 말이 “이해 가능성의 분절화”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말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분절이 무엇인지 구명해야 한다.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분절이 의의(Bedeutung, signification)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본 논문은 이 연구들의 주장을 그 근거와 함께 제시

한 후, 명시라는 해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분절이 의의를 명시할 뿐

아니라 결정하기도 한다는 해석으로 이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말이 포괄하는 범위를 획정해야한다. 이 과제는 말이

비언어적 영역과 비의도적 영역을 포괄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수행

될 것이다. 먼저, 말이 언어적 활동과 동일하고 비언어적 활동 등을 포함

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반대로 비언어적 영역까지도 포함한다는 주장, 두

가지를 그 근거들과 함께 비교 검토한 후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입장에

서 전자의 주장을 논박할 것이다. 다음으로 말이 비의도적 영역을 포함

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말이 현존재의

존재를 구성하는 계기로서 의도적인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도 현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든 구성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말

의 한 가지 양상인 양심의 부름이 비의도적인 것으로 서술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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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말의 비의도적 성격이 양심의 부름에만 한정

되는 것이 아님을 사례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의 정의와 범위를 기초로 하여 말이 타인과 공동으

로 세계를 건설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존재와 시간의 세계 개념과 말이 가져오는 결과에 관한 서

술을 근거로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

휘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그 방식을 구조적 말과 활동적 말,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러한 이중의 기능이 다른 내-존재 구성계기와 말의

등근원성에 관한 일견 혼란스러워 보이는 표현들의 해석상 갈등을 해결

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존재와 시간에서 말은 의의로 이루

어져있는 가장 일차적인 세계를 타인과 함께 건설해나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도적, 비의도적 존재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는 규정을 획득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규정을 기초로 말은 전의도적인

인지를 통해, 타인의 말과 양심의 부름을 들음을 통해 현존재에게 자기

자신과 세계를 개시하면서 현존재의 존재를 구성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주요어 : 말, 언어, 세계, 타인, 개시성

학 번 : 2013-2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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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존재와 시간의 말(Rede) 개념을 그 범위와 기능의 측면에서 규정

하고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가 세계-내-존재

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세계-내-존재는 세계와 내-존재라는

연결된 부분들(이하 계기)로 구성된다고 한다. 내-존재는 다시 심정성, 이

해, 말이라는 계기들로 구성되는데, 그 중 내-존재의 마지막 구성계기에

해당하는 말이 본 논문에서 규정 및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제34절에서 말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설명을 통해 말 개념을 파악하려는 시도에는 몇 가지 어려움

이 따른다. 먼저, 하이데거는 말을 “이해 가능성의 분절화(artikulation, 

articulation)”1) 라고 정의하는데 분절화가 무엇인지 따로 설명하지 않는

다. 분절하기 전에는 의미(Sinn, meaning)였던 것이 분절을 한 후에는 의

의 전체(Bedeutungsganz, totality-of-significations)가 된다는 분절의 결과를

서술하기는 한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의미에 의도적으로 어떤 조작을 함으로써 그 의미를 다른 것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

는 의의 전체가 무엇인지도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한다. 말의 분절화에

관한 직접적인 서술을 통해서는 분절화가 무엇인지를 즉각적으로 알아내

기 어려운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는 말이라고 하면 언어적인 표현을 가리킨다. 

분절화로 번역된 artikulation도 역시 언어적인 말로 표현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말의 구체적인 방식들인 “승인하고, 거절하고, 권

1)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소광희 역, 서울: 경문사, 1995. p.234. 같은 책
은 이하 “소광희 역”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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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경고하는 것… 언표, 상담, 대변, … 공술(供述) … 연설”2)을 보

면 말을 언어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하이데

거는 “언어의 실존론적-존재론적 기초는 말”3)이라고 하면서 말이 언어의

기초가 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만일 말이 언어적 표현이라면 말이라는

활동은 체계로서의 언어를 전제해야 가능할 것이다. 즉 언어가 말의 기

초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말이 언어의 기초가 된다면 말은

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워진다. 또 하이데거는 들음과 침묵이

말의 가능성들 중 하나라고 하고 들음을 설명하면서 “언어의 음성화가

말에 근거하듯이, 음향의 지각은 들음에 근거한다.”4)고 한다. 이러한 서

술은 말이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그것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다른

어떤 것이라는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따라서 말 개념을 한층 더 추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이러한 해석상의 난점이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결과는 말이 내-존

재의 한 가지 계기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하이데

거가 현존재를 세계-내-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보여주고자 했던 세계와 인

간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항

상 세계의 구조 안에서 세계 내부의 존재자들과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다

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 세계와 존재자들이 이미 언제나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하이데거는 세계에 관해 설명할 때

는 첫 번째 측면을 강조하고 내-존재에 관해 설명할 때는 두 번째 측면

을 강조한다. 하이데거가 내-존재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측면을 하

이데거는 개시성이라고 한다. 내-존재의 구성계기인 심정성과 이해에 관

한 설명에서는 각각을 통해 근원적인 개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심

적으로 또 분명하게 서술한다. 예를 들어, 심정성의 첫 번째 성격은 다음

과 같이 서술된다.

“심정성의 제일의 존재론적 본질성격으로서 우리가 획득하는 것은, 

심정성은 현존재를 그의 피투성에서, 그리고 우선 대개는 회피하면
2) 소광희 역, p.236.
3) 소광희 역, p.234.
4) 소광희 역,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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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스르는 방식으로 개시한다는 것이다.”5)

심정성의 두 번째, 세 번째 성격도 이와 마찬가지로 심정성이 세계

와 현존재 자신을 개시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제시된다. 이해에 관한 설

명에서도 초점이 개시성에 있음을 보여주는 서술을 찾을 수 있다. 

“이해는 현존재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의 실존론적 존재이며, 더
욱이 이 [실존론적] 존재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무엇에 연관되는지
를 자기 자신에게 개시한다.”6) 

그런데 말은 이미 서술한 것처럼 그 개념에 관한 정의와 개념이

포함하는 범위가 즉각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중심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개시의 방식을 알기 어렵다. 또한 존재와 시간 제34절에서는

심정성과 이해에서처럼 말이 세계를 개시하는 방식을 명시적으로 강조하

여 제시하고 있는 문장을 찾을 수 없다. 말의 개시적 기능을 알기 위해

서는 말 개념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말 개념의 해석을 시도했던 선행연구들과 존재
와 시간의 텍스트를 통하여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말의 개시적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말 개념의 범위와 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일상적으로 ‘말’이라는 단어는 언어적 표현

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말 개념으로 의도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후의 설명에서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

행 연구들이 말과 언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수정, 야스퍼 립토우, Lafont, MacAvoy는 말과 언어를 동일한 것

5) 소광희 역, p.201. 필자강조.
6) 소광희 역, p.212. 필자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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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았다. 이수정은7) 하이데거의 전기 언어관과 후기 언어관을 비교

하여 설명한다. 이수정은 앞서 제시되었던 말의 구체적인 방식들, 즉 “승

인하고, 거절하고, 권고하고, 경고하는 것… 언표, 상담, 대변, … 공술(供

述) … 연설”8) 을 근거로 말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실제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과

전적으로 다른 제3의 것은 결코 아닌 것”9)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결론

은 이야기함을 일상적인 언어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야스퍼 립

토우는 말을 비언어적이거나 전언어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에 반대하

면서 존재와 시간에서 “말이 실존론적으로 언어”10)라고 서술하는 부분

과 말과 언어를 연결시키는 언급들, 말의 기능을 언어에서 찾아볼 수 있

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말과 언어는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야스퍼 립

토우의 의견은 말의 비언어적인 영역을 다루는 제3장 제1절에서 자세하

게 다루어질 것이다.

Lafont은 하이데거가 말 개념을 통해 언어와 분리된 다른 것을 말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인간 존재에 끼치는 심층적인 영향을 드러

내려 했다고 보았다. Lafont은 따라서 말 개념보다 언어에 더 관심을 가

졌다. 하이데거의 언어에 관한 Lafont의 해석은 제4장 제2절에서 자세하

게 다룰 것이다. MacAvoy에 따르면 하이데거의 의미는 넓은 범위의 의

미(Sinn, meaning)와 조금 더 구체적인 범위의 의의(Bedeutung, 

signification)로 나누어지는데, 이 때 의미를 의의로 구체화시키는 활동이

말의 분절화다. MacAvoy는 분절화가 어떤 것의 미묘한 차이를 더 확정

적인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더 명시적으로(explicit) 만드는 것이

라고 설명한다. 이 때 표현은 음성으로 발화된 언어적인 표현으로 전제

된다. 이러한 전제는 분절화가 말할 수 있는 것(one can say)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언급11)과 표현이 어떻게 의의를 분화시키는지 설명하면서

7) 한국하이데거학회, 하이데거의 언어사상,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8.pp.44-73.
8) 소광희 역, p.236.
9) 한국하이데거학회, p.51.
10) 소광희 역, p.235.
11) Leslie MacAvoy, “Meaning, categories and subjectivity in the early
Heidegger”,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vol. 31, 2005. 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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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MacAvoy의 연구는 분절화의 개념을 설명하는 제2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

할 것이다.

박서현, 신상희, Aler, Andrus는 말을 언어보다 기초적인 것으로 보

았다. 박서현은 말과 이해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비교한다. 그

중에서 말과 언어를 구분하지 않는 입장은 존재와 시간의 충실한 해

석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말과 이해는 등근원적이고 공속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또한 말은 개시성을 구성하고 있지만 언어는 개시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은 언어의 기초”12)라고 제시하면서 말이 언어

와 구별되는 더 기초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신상희13)는 먼저

언어(Sprache)를 “우리가 일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말하고 듣고 쓰고 읽

는 의사소통의 전과정에서 음성적으로 발성화되는 단어들과 문장들 전체

를 지칭하는 용어”14)로 정의한다. 그리고 언어는 신체적으로 감각될 수

있는 존재자의 영역에 귀속되는데 반해 말은 언어의 감추어진 본질 현상

으로서 “발성화된 언어의 영역 속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15)고 존재의 영

역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Aler는 존재와 시간의 문체(style)가 갖는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

명하고 그것이 하이데거의 언어 개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시한다. 

Aler는 말과 로고스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로고스는 언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단지 구성계기 중에 하나로 언어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라고 한다. 로고스의 비본래적인 양상인 빈 말16)에서 언어라는 구성계기

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양상이 바로 일상적인 언어활동이

다. 일상적인 언어활동이 로고스로부터 유래된 것이므로 로고스와 동일

시되는 말은 언어의 기초로 파악된다. Aler의 연구는 말의 기능을 설명

하는 제4장 제2절 3.에서 사용될 것이다. Andrus의 연구의 중심 과제 중

12) 박서현, 하이데거의 언어 사유와 역사 개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5. p.63.

13) 한국하이데거학회, pp.74-99.
14) 위의 책, p.79.
15) 위의 책, pp.80-1.
16) 빈 말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제4장 제1절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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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나는 말이 자연언어와 같다는 의견과 말이 전(前)언어적이고 전(前)

의사소통적이라는 의견 모두에 반대해서 말이 전언어적이지만 동시에 의

사소통적이라는 제3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Andrus의 연구도

말을 언어보다 기초적인 것으로 보는 의견에 해당한다. Andrus의 연구는

제3장 제1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박찬국, Dreyfus, Wrathall은 말을 언어적, 비언어적 활동을 모두 포

함한 것으로 보았다. 박찬국은 “말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듣는

언어로 존재하게 된다.”17)고 설명한다. 그런데 언어는 “말이 밖으로 언

표된 것”18)이라 하고 침묵과 들음은 말의 언표가 아닌 언명이라고 구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말과 언어를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았다. 박찬국은 말은 음성이나 문자로 표현된 것, 들음, 침묵을 포괄하

는 개념으로 보고 언어는 표현된 것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Dreyfus는 말함을 네 단계로 구분한다. 그 중 가장 근원적인 단

계의 말은 존재론적 말함으로써 일상적으로 사물들을 처리함을 통해 의

의 전체의 이미 분절되어 있는 구조를 실천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는

(manifest) 것이다. 존재론적 말함은 전언어적, 언어적 말함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두 번째 말함은 전언어적 활동으로 의의를 포착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말함은 포착한 의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가장 표면적인

말함은 언어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Dreyfus는 말 개념에 전언어적 활동과

언어적 활동을 모두 포함시킨다고 할 수 있다. Wrathall은 말을 사물, 사

람들과 실천적으로 관계를 맺는(engage) 것으로 규정하며 이는 언어를 통

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언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라고 설명한다. Dreyfus와 Wrathall의 의견은 본 연구 전반에 많은 영향

을 주었다. Dreyfus의 연구는 제2장 제2절, 제3장 제1절에서 좀 더 자세

히 서술될 것이고 Wrathall의 연구는 제2장 제2절, 제3장 제1절, 제4장 제

2절에서 자세하게 서술될 것이다.

17)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강독,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4. p.224. 필
자강조.

18) 위의 책,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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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말의 분절(Artikulation)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제34절에서 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해 가능성은 내 것으로 하는 해석 이전에 이미 언제나 분절되어 
있다. 말은 이 이해 가능성의 분절화이다. … 해석에 있어서, 따라서 
더 근원적으로는 이미 말에 있어서 분절 가능한 것 자체를 우리는 
의미라고 했다. 말하면서 분절하는 가운데 분절되는 것 자체를 우
리는 의의 전체라 부른다.”19)

하이데거는 말을 이해가능성의 분절화로 또는 분절로 정의하고 있

다.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말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분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분절은 독일어

artikulation의 번역어로 영어로는 articulation이라고 번역되며 한국어에서

는 완전히 부합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절

이라고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Artikul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의 관

절, 음절을 끊은 명료한 발음, 조음, 말로 표현” 등이며 그 동사형인

artikulieren의 뜻은 “음절로 나누어 명확하게 발음하다, 말로 표현하다” 

등이 있다. 그런데 존재와 시간에서 artikulation을 사전적 뜻에 따라 발

음이나 언어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문장은

‘말은 이해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와 같이 해석되어 ‘말한다.’라

는 말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같은 절에서 하이

데거는 “언어의 실존론적-존재론적 기초는 말이다.”20), 또 “말은 이미 해

석과 진술의 근저에 놓여 있다.”21)라고 서술함으로써 말을 언어적 표현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의 분절은 단

순히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특유의 철학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하

19) 소광희 역, pp.234-5. 필자강조.
20) 소광희 역, p.234.
21) 소광희 역,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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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거가 특유하게 사용하고 있는 분절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에서

는 분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존재와 시간의 다른 절을 살펴볼

것이며 더불어 선행연구들은 분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분절을 규정할 것이다.

제1절 해석(Auslegung)에서 일어나는 분절

우리는 해석에 관한 설명을 통해 분절이 어떤 것인지 어림잡아볼

수 있다. 분절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들은 존재와 시간 제32절

에서 제33절까지, 해석(Auslegung)과 그 파생양상인 진술(Aussage)에 관한

설명에서 등장한다. 그 중 다음과 같은 표현들은 해석에서도 분절이 일

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미의 개념을 우리는 >판단내용<이라는 의의로 미리 제한하지 
않고, 그 개념을 전술한 실존론적 현상으로서, 즉 이해에서 개시될 
수 있고 해석에서 분절될 수 있는 것 일반의 형식적 받침대[세 개
의 예-구조]를 보여 줄 수 있는 현상으로서 이해한다.”22)

“이 구조에 따라, 어떤 것[망치]은 어떤 것[못질]을 기반으로 해서―
그 어떤 것[못질]과 함께 수렴되어 이해된다. 그리되면 [망치‘로서’] 

이해하면서 맞춤질하는[못질을 끌어대는] 것은, 해석하면서 분절하
면서 동시에 함께 수렴된 것을 분리한다.”23)

이 중 첫 번째 인용문에서 해석에서 분절이 일어난다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된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해석에서 분절이 일어나는

것인지는 모호하지만 해석과 분절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위 표현들은 말과 해석을 동일한 개념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이라는 같은 현상이 말과 해석이라는 개념적으로 구분 가능한 두 가

22) 소광희 역, pp.228-9. 필자강조.
23) 소광희 역, p.232. 필자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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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존재방식들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본 장(章)

의 서두에서 제시된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석에 있어서, 따라서 더 근원적으로는 이미 말에 있어서 분절 
가능한 것 자체를 우리는 의미라고 했다.”24)

의미는 해석과 말에서 분절이 가능하며 말에서 더 근원적으로 분

절된다. 다시 말해, 해석과 말에서 일어나는 분절은 같다. 다만 말에서

더 근원적으로 분절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제2장 제2절에서는 해석

이 무엇이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한 하이데거의 설명을 통해 분절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런데 해석은 이해의 완성이며, 이해는 현존재의 존재

틀인 세계-내-존재의 구성계기이다. 이러한 연결 때문에 해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세계-내-존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부터 시

작해야 한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로, 현존재의 존재의 구조를 세계-내-존

재로 제시한다. 세계-내-존재란, 현존재가 전체로서의 세계와 세계에서

만나게 되는 개별적인 존재자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존재하다가 한 번

씩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계와 존재자들과 연결되어 존

재하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이 때 세계는 존재자들의 총체

가 아니다. 세계는 세계의 개별적인 존재자들을 서로, 또 현존재를 이 존

재자들과 연결해주고 있는 지시(指示) 전체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 예

를 들어, 도구들은 본질적으로 제작물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제

작물에는 도구의 목적이 된다는 지시가 놓여있다. 도구는 제작물을 가리

키면서, 즉 지시하면서 사용되고 또 제작물에 의해서 도구들은 어떤 방

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일종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렇게 도구와 제작물은 지시로 연결되어 있고 도구와 제작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이 지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지시의 전체로 세계가

구성된다.25)

세계를 구성하는 이 지시의 연결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24) 소광희 역, p.234.
25) 세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의 제4장 제2절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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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궁극적인 지시는 현존재 미래의 가능성이다. 이해는 현존재가

자신의 가능성 안에서 세계 속에 있는 존재자들의 의의(Bedeutung, 

signification)와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 방향,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아는 앎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존재가 미래에 비바람이 올 것을 예상하

고 숙박할 수 있는 피신처를 제작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현존재는 비바

람을 피해야하는 자신의 한 가능성 안에서 나무를 목재로 이해하게 되고

망치, 못 등을 피신처를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로 이해하게 된다. 또 자기

자신을 피신처를 만드는 제작자로서 이해하게 된다. 하이데거에게 세계

는 이처럼 현존재가 자신을 어떤 가능성 안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의

의가 있게 되고 지시로 구성된다. 하이데거는 따라서 세계의 구조를 “유

의의화 작용의 관계 전체“26)곧,”유의의성”27)으로 제시한다. 이 때, ‘-으로

서’가 개별적 의의의 형식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현존재는 나무를 목

재‘로서’, 망치를 도구‘로서’, 자신을 제작자‘로서’ 이해하고 있다. ‘~으로

서’라는 의의는 목적을 위한 수단적인 의의라고 파악할 수 있다.

해석은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미 이해되어 있는 특정한

대상이 특정한 관점에서 개념성을 가지고 명시적으로 파악되는 것을 말

한다. 이해는 무엇인가를 의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미 자신과 존재자를 무엇‘으로

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의식하지 못하고 수행하던 일련의 과

정들이 방해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 때서야 이미 가지고 있던 이해를 자

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망치가 너무 무거워서 못을 박기에 불편하다면

그 망치를 놓아두고 못을 더 잘 박을 수 있는 다른 망치를 찾아서 들게

될 것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 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이전부터 망치

를 손에 들고 못을 박기 위한 것으로서, ‘못을 박기 위한 것‘으로서’’ 라

는 의의에서 이해하고 있었음을 명시적으로 자각하게 된다. 피신처를 만

드는 전체 작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미 이해되어 있던 망치라는

대상이 못을 박는다는 더 세분화된 작업의 관점과 무게라는 개념성을 통

해 해석되는 것이다.

26) 소광희 역, p.128.
27)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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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이 가진 사전적 의미와 해석의 개념을 모두 고려하면 분절은

‘~으로서’라는 의의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어림잡아볼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실제로 말의 분절을 의의를 명시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제2절 분절을 의의의 명시로 보는 연구들

Dreyfus는 분절을 구조적 분절과 활동적 분절로 나누어 설명한다. 

분류, 배열이라는 뜻을 가진 Gliederung 역시 Artikulation처럼 한국어로는

분절, 영어로는 articulation이라는 같은 표현으로 번역된다. Dreyfus는

Gliederung이 Artikulation의 사전적 뜻처럼 관절, 뼈의 마디와 유사한 형

태로 단위가 나누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의의 전체의 구조를 가리키

고 Artikulation은 이렇게 구조 지어진 의의들을 도구의 사용을 통해 구별

하는 활동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못을 박기 위해 망치를 집

어 들었을 때 우리는 망치와 함께 그것이 못을 박는 것이라는 의의를 다

른 도구들의 의의들, 망치의 다른 의의들과 구별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하다’, ‘식별하다’는 뜻을 담아서 Dreyfus는 말을 telling이라고 번역

한다.

Wrathall은 분절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설명과 예시를 통해서 분절은 사물, 사람들과 관련되는

활동(engage)을 통해 “사람들과 사물들이 조직화되어있는 방식”28)과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명시적으로 만드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사물, 사람들과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Wrathall은 말을

conversation으로 번역한다. Wrathall에 따르면 conversation의 라틴어 어근

인 versor는 분사로 사용되었을 때 스스로 어떤 것에 관련시킨다는 의미

가 있고 영어 conversation 역시 원래는 “함께 살아가다, 혹은 언어적 활

28) Mark A. Wrathall,“Social Constraints on Conversational Content: Heidegger
on Rede and Gerede”, Philosophical Topics, vol. 27, 2000. p.38.
“the way people and things have been coord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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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포함한 활동들에서 다른 이들과 연관된다.”29)는 의미였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적 활동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한다. Wrathall은

걸리버 여행기에서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

준다. 걸리버는 후이넘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의 행동방식을 닮게 되었

고 이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말처럼 걷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말한

다. Wrathall은 이 때 같이 지낸다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converse이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언어적 관습 뿐 아니라 모

든 실천적 행동방식을 배우는 것이 곧 하이데거가 말하는 개시성의 분절

이라고 설명한다.

Wrathall은 작업실의 예를 들어서 행동방식을 배우는 것 외에도 한

가지 뜻을 더 추가한다. 작업실에서 사물들과 교류하면서 제작자에게는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한다. 하나는 배움과 유사한 것으로서 이해를 비롯

해서 존재자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제작자의 배경적 태도가 존재자들

에 맞추어 조금씩 수정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작업실에 있는 대상

들이 “제작에 사용된다는 관점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30)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Wrathall이 분절을 두 가지로, 즉 세계에 부여된

의의를 배우는 것과 그 의의를 명시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drus는 해석의 분절과 말의 분절을 구분해서 제시한다. 해석의

분절은 우리가 만나는 대상을 그것으로서 이해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줄톱을 줄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말의 분절은 해석의 분절보다 더 일

차적인 것으로서 더 근원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어떤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as meaningful)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통해 무엇이

의미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도제는 줄톱이 왜 목수의 세계에

서 의미가 있는지 의사소통을 통해 배우게 된다. … 언어적, 전언어적 표

현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29) Wrathall, p.37.
“… living with or being engaged in something.”

30) Wrathall, p.38.
“… become manifest in terms of their use within the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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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함을 발견한다.”31) 

또한 말은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는 사람에게 “개별적 의미를 명

확하게(salient) 보여준다.”32) 즉 “배우는 사람이 의의에 주목하도록 만들

고 혼란 속에 얽혀 있던 의미를 꺼내서 다른 의미와 차이를 부여한다

.”33) Andrus에 관한 설명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Andrus가 의미(Sinn, 

meaning)와 의의(Bedeutung, signification)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점

이다.34) 이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닌데, 다음 절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의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화된 의미이기 때문이다.35)

Dreyfus, Wrathall, Andrus의 연구는 모두 말의 중요한 특성을 반영

한다. Dreyfus가 말하는 것처럼 Gliederung과 Artikulation의 의미가 구조적

의미와 활동적 의미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 동사형의 용례를

확인해 보면, gliedern이 의의를 분절하는 활동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

기도 하고 artikulieren도 수동태로 사용되어 이미 구조화된 유의의성을

가리키는 등 거의 구별되지 않고 사용된다. 그런데 단어로는 구별되지

31) James P. Andrus, “Listening to Each Other, Ourselves, and the World: A
Study of Heidegger's Concepts of Discourse and Language”, Ric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p.38.
“we learn that something is meaningful by way of communication. Through
communication the apprentice carpenter learns the reasons why band saws are
significant elements in the world of carpenter.”

32) 위 논문.
“… makes various individual meanings salient …”

33) 위 논문.
“That is it draws meanings out of their enmeshment in the incredibly
complex weft of meaning that is constituted through our dispositions and
understandings, and in some way grants that meaning its proper distinction
from other significances.”

34) Andrus가 meaning과 signification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은 존재와 시간의 인
용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알 수 있다.
“He writes, ”the totality-of-significations of intelligibility is put into words. To
significations, words accrue. But word-Things do not get supplied with
significations“(Heidegger 1962, 204; emphasis added). Language then, is a way
in which the meanings that have already been articulated by discourse are
expressed. Words ”accrue“ to meanings that have already been made salient
through of discourse” Andrus, pp.38-9. supplied는 본문강조, 다른 두 어구는 필
자강조.

35)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제2장 제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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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말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Dreyfus가 제

시하듯 말을 구조적 말과 활동적 말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제4장 제2절 3. 두 가지 말을 통한 세계의 건

설 과정 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Wrathall은 분절이 우리의 실천에서

유의의성에 포함된 의의가 학습되고 명시되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Andrus도 Wrathall의 영향을 받아 분절을 같은 의미로 이해했지만 해석과

말의 분절을 나누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말은 어떤 대상

을 그것으로 이해하기 이전에 무엇이 의의가 있는 존재자들 혹은 활동들

인지 배우고 명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말이 학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본 논문 제4장 제2절 3.에서 더 명확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지금 맥락에서 짚어야 할 지점은 세 연구가 분절이 의의를 명시적

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말의 분절이

의의를 명시하는 것이라는 의견은 존재와 시간에서 해석에 관한 제32

절 외에도 로고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제7절의 내용으로 뒷받침 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제7절에서 현상학적 방법에 대해 이야

기하면서 현상의 개념과 로고스의 개념을 각각 논의한다. 하이데거는 현

상학, Phänomenologie에서 학문을 가리키는 어미 logie의 그리스어 어원을

λόγοϛ로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그 의미가 이성, 판단 등으로 생각되는

것과 달리 하이데거는 그 근원적인 의미가 말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말로서의 로고스의 의미가 ‘밝힘’, ‘보게 함’, ‘보이게 함’  

이라고, 즉 명시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말로서의 λόγος는 … 즉 얘기 가운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밝
힌다는 뜻이다. … λόγος는 어떤 것, 즉 언급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자(중동태)로 하여금 또는 서로 대화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φαίνεσϑαι)이다. 말은 언급되고 있는 것 자체로부터 άπο… >보이
게 한다<.”36)

하이데거는 이어서 로고스의 구조가 종합일 수 있는 이유, 로고스

가 참이나 거짓이 될 수 있는 이유도 그것이 보이게 해줌이기 때문이라

36) 소광희 역, pp.48-9. 필자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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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명한다.

“그리고 άπσφανσιϛ로서의 λόγοϛ의 기능이 어떤 것을 지시해서 보
이게 하는데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λόγοϛ는 σύνϑεσιϛ(종합)라는 구
조형식을 갖는다. … 나아가서 λόγοϛ는 보이게 함이기 때문에, 그것
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37)

명시는 말로서의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다른 특징들의 근거가 되

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으로 서술되고 있다. 분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는 않지만 말은 이해가능성의 분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술되는 말의 역

할은 분절의 역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말을 주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34절에서도 말이 이해

된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서술이 있다. 하이데거는 말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말의 “화젯거리(말해지는 것), 말해진 내용 자체, 전달 및 표

명”38)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 중에 ‘전달’을 설명하면서 하이데거는 말

이 현존재의 공동존재를 “명확하게” 나눈다고 설명한다. 또 ‘표명’이라는

구성요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을 통해 현존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킨다.

필자는 분절의 사전적인 의미와 존재와 시간의 텍스트를 근거로

분절이 의의를 명시하는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의의

를 명시하는 것이 ‘자르다’라는 의미의 ‘분절’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Andrus가 서술하듯이 의의를 명시하는 것은 다른 의의와 그 의의를 구별

해내는 것이고 이는 마치 하나였던 것을 둘로 자르는 것과 유사하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말과 언어적 표현은 일상적으로는 동일한 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어떤 주장에 의하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제34절을 통해 둘을 구별하고 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두 가지

로 분절한 것이다. 그러나 말과 언어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

며, 마치 뼈 관절처럼 구분되면서도 연결되어 있다. 말은 언어가 있을

때, 언어와는 다른 무엇으로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의를

37) 소광희 역, p.49. 본문강조.
38) 소광희 역,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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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는 것은 ‘artikulieren, artikulation, 분절’의 사전적 의미와 연결되어

있으며 분절은 명시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의의를 명시한다는 것만으로는 분절을 모두 설

명할 수 없다고 본다. 먼저 제시되었던 것처럼 말은 의미를 의의 전체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의의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만으로 어떻

게 본성적인 변동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또 Dreyfus가 지적하고 있는

분절의 또 다른 표현인 gliedern의 경우 ‘명시한다.’ 혹은 ‘표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분절에 명시의 뜻만 있다면 하이데거가

왜 분절을 표현하기 위해 gliede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지 설명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분절을 명시로만 해석하는 경우 말이 가진 근원

적인 성격을 설명할 수 없다. 세계-내-존재에서 내-존재를 근원적으로 구

성하고 있는 것은 심정성, 이해 그리고 말이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말이

심정성, 이해와 등근원적이라고 제시한다. 그런데 말이 이미 구성되고 개

시된 의의 전체를 부분적으로 명시하는 역할만 한다면 의의 전체를 개시

하는 이해가 말보다 더 근원적인 것처럼 보인다. 심정성, 이해와 말 중에

서 어느 것이 더 근원적인지에 관해 하이데거의 서술이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는 제4장 제2절 3.에서 말의

기능을 다루면서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것

은 분절을 명시로만 해석하는 경우 말이 이해와 등근원적이라는 서술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제3절 분절을 의의의 결정으로 보는 연구

한 편, MacAvoy는 하이데거의 의미이론을 제시하는 논문에서 분절

이 의의를 명시할 뿐 아니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분절을

정의할 때 결정이라는 역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논문의 설

명은 그러한 결론을 함축하고 있다. MacAvoy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분

절은 어떤 것이 다른 것과 갖는 미묘한 차이를 확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을 더 명시적으로 만드는 것”39)이다. 그 중에서 말의 분절은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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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라는 부분들로 나누는 것이라고 제시하는데, 일반적인 분절을 이에

적용해 보면 말의 분절에서는 의미를 이루고 있는 의의들의 차이가 확정

적으로 표현되고 명시된다고 할 수 있다.

MacAvoy는 의미와 의의의 차이가 무엇인지, 의미가 분절되는 구체

적인 과정이 어떠한지를 하이데거가 1920년에 강의했던 Phänomenologie 

der Anschaung und des Ausdrucks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나타난 예시를 통

해 제시한다. 강의에서 하이데거는 Geschichte라는 단어의 의미를 일종의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론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어떤 용어의 의미

(Sinn, meaning)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그 것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

지 구체적인 의의(Bedeutung, signification)들이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의의는 특정한 문장표현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Geschichte는 어떤 문장에 쓰이느냐에 역사라는 의의를 드러낼 수도 있고

역사학이라는 의의를 드러낼 수도 있고 전통이라는 의의를 드러낼 수도

있다. 말하자면 의의는 조금 더 구체화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

는 이렇게 의의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문장표현들을 정리함으로써 의

의들을 포괄하고 있는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과정은 다

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예를 들어 Dieses Volk hat keine Geschichte

처럼 그 단어가 실제로 사용된 구체적인 문장표현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이 표현 속에서 Geschichte라는 특정 단어

가 표현의 뜻에 어떤 의의로 기여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 단계는 여

러 표현들에 나타난 의의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의도되고 있는 Geschichte

의 범례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다.

위 예시에서 MacAvoy는 하이데거의 의미, 의의 개념과 관련한 두

가지 함의에 관심을 갖는데 이들을 통해 분절이 의의를 결정한다는

MacAvoy의 입장을 알 수 있다. 그 함의들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로 “의

의들은 말에 의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40) 이러한 사실은 말의 분절이

39) MacAvoy, p.24.
“Artiulation means making something more explicit by expressing its nuances
in a more determinate and definitive fashion.”

40) MacAvoy, p.26.
“… the different significations of the term to be analyzed are identified by



- 18 -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이 의미를 별개의 의의들로 어떻게 분절하는지

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말의 분절을 통해서 각 의의들이 다른 의의와

분리된 것으로서 결정되고 확인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는 것이다. 둘

째로 의의들의 기초가 되는 통일적인 의미는 일상생활에서는 의식되지

않으며, 표현을 통해 파악된 복수의 의의들을 통해서만 추론될 수 있다. 

요컨대 말은 의의를 결정하고 의미는 말을 통해 결정된 개별적인 의의들

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MacAvoy가 말의 분절이 의의를 결정한다고 보았다는 점은 Lafont

의 하이데거 해석을 비판하는 논문의 후반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하

이데거는 존재론적인 것과 존재적인 것을 구분한다. 존재론은 존재가 무

엇인지에 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전학문적 이해를 통칭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모든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지 않더라도 저

마다 존재론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존재적인 것은 존재론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분류된 영역과 관련되는 존재자들, 활동들을 가리

킨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존재자들과 활동들과 사건들은 모두

존재적인 영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41) Lafont은 하이데거가 존재론

적인 것과 존재적인 것의 구분으로 전통적인 초월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의 구분을 대체하고 있다고 본다. 초월적인 것이 경험적인 것을 구성하

듯이 존재론적인 이해가능성에 의해 존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구

성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해가능성을 의미(Sinn)라고 이야기한다. 아마도 이러

한 서술 때문에 Lafont은 존재론적인 이해가 의미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의미는 언어적인 의미라고 파악하였다. Lafont에 의하면 하이데거는 언어

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Lafont은 이러한

입장을 ‘의미가 지시체를 결정한다(Meaning determines reference).’는 문장

으로 요약한다. 그런데 존재론적인 것이 존재적인 것을 결정한다면, 존재

적인 것에 의해 존재론이 수정될 수 없다.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용어

what one can say.”필자 강조. MacAvoy는 하이데거의 말을 자연언어와 같은
것으로 전제한다. 이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제3장 제1절 2.참조.

41) 존재론적인 것과 존재적인 것에 대한 또 다른 구분은 이기상 역 p.5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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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가 수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하이데거의 주장이 그러한 것

이라면 과학에서 존재적인 것에 대한 관찰을 비롯한 경험을 통해 이론이

수정되는 생산적인 연구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Lafont은

하이데거의 입장을 언어적 관념론으로 규정하고 비판한다.

MacAvoy는 하이데거가 존재론적인 것에 의해 존재적인 것이 구성

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여기에서 구성이 Lafont이 해석하

듯이 결정이라고 할 만큼 강한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Lafont의 주장에 따른다면 “X가 Y를 구성한다는 것은 X가 Y의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뜻이다.”42) 그러나 초월적인 것이 경험적인 것을 구성하는

방식은 이와 같지 않다. “초월적인 것은 경험적인 것이 가능하게 되는

조건들을 함유할”43) 뿐,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 중에 무엇이 현실화

될지는 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MacAvoy는 초월적인 것은 경험적인 것

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며 이러한 관계가 존재론적인

것과 존재적인 것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위의 관계는 의미와 의의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존재론적 이해가능

성인 의미는, 존재적인 즉 언어적 표현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경험 가

능한 의의의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의미는 의의를 완전히 직접적으로 결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충분한 결정만을 한다(under-determine)고 할 수 있

다. 의의가 현실화되고 결정되기 위해서는 말의 분절이 필요하고, 

MacAvoy가 보기에는 의미보다 분절이 의의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앞서 Geschichte의 의미를 추론하는 예시의 함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의미는 말을 통해 실제로 분절된 표현들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MacAvoy는 하이데거가 Geschichte라는 단어의 의

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근거로 분절은 의미로 불충분하게 결정된 의의를

현실화시키고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결

론에 도달하게 된다.

42) MacAvoy, p.31
“if X constitutes Y, then X is both the necessary and the sufficient condition
for Y.”

43) 위 논문.
“the transcendental contains the conditions of the possibility of the empi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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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Avoy의 설명은 분절에 관해 명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던 부

분을 일부 설명해준다. 언어적 실천을 통해 의미로 불충분하게 결정되었

던 의의가 비로소 구체화되고 실현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 의

의들이 의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분절을 가리키기 위해

artikulieren과 함께 사용된 gliedern은 의미가 의의로 분화, 분류되고 의의

들 사이에서 일차적인 의의와 파생적 의의가 나누어지는 등 질서가 형성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분절이 이미 결정된 것을 드러내

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의의 전체를 개시하는 이해만큼이나 근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분절이 구체적인 의의를 명시하는 것

뿐 아니라 결정하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MacAvoy의 주장이 하이데

거의 말 개념을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본다.

그런데 MacAvoy의 설명이 분절의 명시하는 역할로 설명되지 못했

던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예컨대 Geschichte처럼 어떤

용어의 의미가 언어적 분절을 통해서 의의로 결정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이러한 언어적인 의의들이 어떻게 의의 전체가 될 수 있는지 MacAvoy의

설명만으로는 상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하이데거에게 의의 전체는 현

존재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

험하는 것이 언어적 표현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

다. 만일 그것이 MacAvoy의 철학적 주장이라면, 그가 비판했던 Lafont처

럼 하이데거를 언어적 관념론자로 해석하는 것이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어려움이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 중 하나는 MacAvoy가 말과 분절을 언어적인 표현으로만 전제한 것이

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제시하는 말이 언어적인 표현만을 가

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비언어적인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아래에서는 그 의견들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다른 한 원인은 하이데거의 독특한 세계 개념이다. 말이 포괄하는 영역

을 제시하고 제4장 제2절에서 세계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후에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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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말의 범위

제1절 비언어적 영역

1. 말이 비언어적 존재방식을 포함한다고 보는 연구들

박찬국, Dreyfus, Wrathall은 하이데거의 말이 비언어적 영역도 포함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찬국은 서론에서 설명하였던 것과 같이 들음과

침묵을 포함한다는 뜻에서 말을 표현된 언어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파악

했다. Dreyfus는 “말이 필연적으로 단어들로 이루어진 언어적인 것은 아

니”44)라고 한다. Dreyfus는 분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후 말을 네 가지

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네 가지 말은 첫 번째 말에 두 번째가 의존하고, 

두 번째 말에 세 번째가 의존하는 순차적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가장 근원적인 말함은 의의들을 분절하는 활동으로 Dreyfus는 이를

존재론적 말함이라고 한다. 존재론적 말함에서 분절은 활동적인 분절로

서, “일상적인 작업들의 수행을 통해서 지시 전체 안에 이미 있는 구조

적인 분절을 명시하는 것”45)을 가리킨다. 이 말함은 심정성, 이해와 등근

원적이라고 서술되는 말로서 전언어적, 언어적 말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데 Dreyfus는 심정성과 이해가 말에 의해 분절되기 때문에 심정성, 이해, 

말이 완전히 동등한 것은 아니며, 존재론적 말이 더 근원적이라고 본다. 

두 번째 말함은 “활동을 통해 의의들을 사용하면서 집어내는

것”46)이다. 이 때 의의는 용어의 의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

44) Hubert L. Dreyfus, Being-in-the-world : a commentary on Heidegger's
Being and time, division I, Cambridge, Mass. : MIT Press, c1991 (1997
printing) p.215.
“Rede is not necessarily linguistic, i.e., made of words.”

45) 위의 책, p.217.
“… everyday coping as manifesting the articulations already in the
referential whole which are by nature manifestable.”

46)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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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서 다루어지는 의의가 있는 모든 존재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왜냐하면 제2장 제2절에서 제시된 것처럼 Dreyfus는 망치의 예

를 들어 현존재가 망치를 사용함으로써 망치가 못을 박는 것이라는 의의

도 집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말함도 일종의 작업

수행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말함과 두 번째 말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

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 말함에 두 번째 말함이 의존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Dreyfus는 첫 번째 말함으로 일상적인 실천적 활동 전체를

가리키고 두 번째 말함으로 그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 활동을 가리킨다

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말함은 “의의들을 가리키는 것”47)이다. 네 번째 말은 “언

어로 말하는 것으로서 의의들에 언어적인 단어를 부여하면서 분절하는

것”48)을 말한다. Dreyfus는 세 번째 말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making 

manifest)은 대부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네 번째

말도 언어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말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의 경

우처럼 의존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말은 다른 사람

들이 뜻에 주목하게 하는 비언어적인 활동도 포함하는 의미로, 네 번째

말은 그 중에서 언어적인 말만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Dreyfus는 하이데거의 말 개념에 비언어적인 영역이 포함되고 비언어적

인 말이 언어적인 말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Wrathall은 분절에 관한 설명 제2장 제2절에서 제시된 것처럼 말을

conversation으로 번역하는데 그 동기는 말 개념에 비언어적 영역이 포함

됨을 표시하기 위해서였다. Wrathall은 articulation이라고 하면 언어적인

표현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하이데거의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분

절을 다른 사람들과 사물들에 관련되는 것(engage)으로 정의했다. 제2장

제2절에서 분절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걸리버 여행기의 예시와 작업실

“Picking out significations by using them.”
47) 위의 책,
“Pointing out significations.”

48) 위의 책.
“Telling a language. Articulation by attaching words to sign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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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물들과 교류하는 제작자의 예시도 모두 비언어적인 영역을 포함

하고 있다. Wrathall은 언어적인 교류 역시 말에 포함된다고 보았지만 언

어적 교류에서도 하이데거의 강조점은 “실천적인 관련됨의 한 가지 측

면”49)이라는 점에 있다고 보았다.

Dreyfus와 Wrathall의 설명은 텍스트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논증하지

않고 자신의 해석을 선언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존재와 시

간 제34절의 텍스트를 직접 제시하면서 하이데거의 말 개념이 전언어적

인 것임을 논증하고 있는 신상희와 Andrus의 연구가 강점을 갖는다. 우

리는 신상희와 Andrus를 통해서 Dreyfus와 Wrathall이 왜 말을 비언어적

인 영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알 수 있다.

신상희가 말을 전언어적인 현상으로 보는 이유는 존재와 시간 
제34절의 다음과 같은 설명 때문이다.

“이제 비로소 언어를 주제로 삼는 것은, 이 현상[언어]이 현존재의 
개시성의 실존론적 틀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해서이
다. 언어의 실존론적-존재론적 기초는 말이다.”50)

언어는 현존재의 개시성의 실존론적 구성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뿌리가 바로 말이다. 개시성의 실존론적 구성틀이란 심정성과 이해와

말로 구성된 현존재의 내-존재를 말한다. 언어적인 표현은 눈으로 보거

나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지각 가능한 존재자의 영역에

귀속하는 것”51)인 반면, 현존재의 내-존재에 속하는 말은 다른 존재자의

영역을 “근거지우고 개시해주는 존재의 열린 영역”52)에 귀속되는 것이

다. 따라서 언어와 말은 근거관계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별되는

별개의 영역에 각각 소속되는 서로 다른 현상이다. 신상희는 말과 언어

의 소속 영역을 뚜렷하게 구분함과 동시에 말을 언어의 근거 혹은 기초

49) Wrathall, p.37.
“one aspect of a practical engagement”

50) 소광희 역, p.234.
한국하이데거학회, p.79-80.

51) 한국하이데거학회, p.81.
52) 한국하이데거학회,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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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전언어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Andrus도 하이데거가 말과 언어의 관계에서 말이 선행적이고 기초

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존재와 시간 제34절의 다음과 같은 서술을

근거로 주장한다.

“이해 가능성의 의의 전체가 낱말이 되어 나타난다. 의의로부터 낱
말이 생장(生長)한다. 그러나 낱말이라는 사물이 있다고 해서 의의
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53) 

인용문에 따르면 언어란, 이미 말에 의해 분절된 의의가 낱말로 생

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언어보다 말이 선행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Andrus는 “언어가 말에서 가장 멀리 발전된 것”54)이라고 말한다.

또한 Andrus는 말이 전언어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말의

구체적인 양상이 언어적인 표현이 없이도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든다. 

하이데거는 말의 구체적 양상으로 “승인하고, 거절하고, 권고하고, 경고

하는 것… 언표, 상담, 대변, … 공술(供述) … 연설”55)을 제시한다. 

Andrus는 이 중에서 승인이 말의 전언어적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양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바텐더의 권유에 “돈을 지불하고 자리를 뜸으로써”56) 승인의 의

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두 사람은 취함과 취하지 않음, 그리고 그

사이의 균형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57)

마지막으로 Andrus는 말함의 한 경우로 제시된 들음과 침묵은 말

53) 소광희 역, p.235.
54) Andrus, p.39.
“Language, it seems, is the furthest step along the way of the evolution of
discourse.”

55) 소광희 역, p.236.
56) Andrus, p.42.
“… by paying my tab and leaving the bar,…”

57) 위의 책.
“… the bartender and I bring into salience the meaning of drunkenness,
sobriety, and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two.”
Andrus는 의미와 의의를 구분하지 않고 분절을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제2장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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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언어적인 현상이라는 분명한 근거라고 본다. 하이데거는 들음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말이 이해 및 이해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음은 말 자체에 속하는 
하나의 실존론적 가능성, 즉 ‘들음’에 의해 분명해진다. ‘>옳게< 듣
지 않았을 때는 >이해하지<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들음이 말함을 구성한다. 그리고 언어의 음성화가 말에 근거하듯
이, 음향의 지각은 들음에 근거한다.”58)

Andrus에 따르면 여기서 “들음은 음성적 파동을 인식하는 것이 아

니라 의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감수성”59)으로, 현존재가 의미들

과 가능성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제시된다. “우리는

의미를 이해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60) 하이데거가 들음과 음향의 지

각을 구분하고 오히려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

다는 사실은 말이 언어적인 표현과 동일시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이데거는 침묵함도 말의 한 가지 양상으로 제시한다.

“말의 또 다른 하나의 본질적 가능성, 즉 침묵도 동일한 실존론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서로 말하는 가운데 침묵하는 자는 끝없이 말
하는 자 보다 더 본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
.”61)

우리는 일상 속에서 침묵함으로써 의사를 표현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Andrus는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

이 비난하는 눈빛을 보낸다는 내용의 노래를 예로 들어서 언어적 표현이

없이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침묵을 통한 의사표현

은 의의를 명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 언어적 표현이 없이도 의의를 명시

58) 소광희 역, pp.237-8.
59) Andrus, p.46.
“This ”hearing“ need not involve literally cognizing sound waves, but rather
is a kind of primordial receptivity that Dasein has for meaning.”

60) 위 논문.
“We hear because we already understand …”

61) 소광희 역,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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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만드는 말이 가능한 것이다.

 

2. 말이 언어적 표현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연구들

말을 자연언어와 같은 것으로 전제하거나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이수정, MacAvoy는 말이 이해가능성의 분절이라는 하이데거의 설명을

자연언어가 이해가능성을 분절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수정의 연구는 말의 자연 언어적 성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후기 하이데거의 언어사상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이

자연언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근거를 제시한다. 이수정이

근거로 드는 것은 제3장 제1절 1.에서 제시되었던 승인을 비롯한 말의

구체적인 양상들에 관한 서술이다. Andrus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언급했

듯이 말의 양상에는 자연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양상들이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승인, 거절, 권고, 경고처럼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이루

어질 수 있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말의 구체적 양상에 관한 서술은 비언

어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MacAvoy의 연구

의 중점은 분절이라는 효과가 의미에 끼치는 영향에 있었기 때문에 말이

자연언어라고 전제하고 분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뿐 특별히 논증하지

않는다.

말이 자연언어를 가리킨다는 보다 자세한 논증을 제시한 사람은

야스퍼 립토우다. 립토우는 말과 언어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초반부에서

는 마치 말 개념과 언어 개념이 구별될 수 있는 개념인 것처럼 제시하다

가, 나중에는 결국 말이 언어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본

논문은 립토우가 말과 언어의 구별보다는 동일성을 더 강조한다고 본다. 

그는 말 개념을 언어 개념과 분리된 것으로 제시하는 입장에 반대하면서

다섯 가지를 근거로 말은 발화된 언어로서만 존재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다.

첫 번째는 말을 언어와 구별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표현들이 그러한 입장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다. 립토우는 말과 언어를 독립적인 것으로 주장한 사례로 Dreyfu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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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다.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말(Telling)은 언어적인 것이 아니다(not 

linguistic). 그것은 다만 우리가 지적하거나 말하도록 어떤 것을 제
공할 뿐이다. 말은 그런 식으로 언어를 가능하게 한다. 존재론적인 
말은 이미 본성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전체 지시연관 안에서 분
류파악작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일상적이며 익숙한 실천을 가
리킨다.”62) 

립토우에 의하면 Dreyfus를 비롯하여 말과 언어를 다른 것으로 파

악하는 입장에서는 “언어의 실존론적-존재론적 기초는 말이다.”63)처럼 언

어가 말에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들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립토우는 이

러한 문장들은 말과 언어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보여주지만 전자가 후

자에서 독립적일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단지 하나의 가

능한 해석일 뿐 유일한 해석은 아니라고 한다.

두 번째 근거는 제34절의 다음 서술에 대한 해석이다.

“말이 밖으로 발화되어 있음이 언어이다. 말이 고유한 ‘세계적인’ 

존재를 갖게 되는 이러한 낱말전체성이 손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
게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언어는 눈앞에 있
는 낱말들로 나뉠 수 있다.”64)

립토우는 여기에서 말이 발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말은 다

른 형식이 아니라 발화된 언어로서만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성립에 기여

한다고 해석한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자면 “[말은]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의 성립에 언어로서 속하게 된다.”65) 립토우는 또한 ‘언어는 눈앞

62) 야스퍼 립토우, 존재와 시간에서 언어의 기능에 대하여 , 존재론 연구, 제
23호, 2010. p.223. ‘분류파악’은 Artikulation(분절)의 이기상 역본 번역어다.

63) 립토우, p.224. 립토우의 논문에서 존재와 시간 및 다른 문헌이 인용될 때는
기존의 번역을 따르지 않고 립토우의 자체적인 번역이나 립토우 논문 역자의 번
역이 사용되고 있다. 립토우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립토우 논문에서 인용된 문
장의 인용 출처를 표시할 때는 립토우의 논문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제시하기
로 한다.

64) 립토우, p.225.
65) 위 논문. 본문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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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낱말들로 나뉠 수 있다.’는 어구는 우리가 언어를 전재자66)로

다룬다면, 언어뿐만 아니라 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라고 주장한

다.

세 번째 근거는 같은 절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다.

“말은 실존론적으로 언어이다. 왜냐하면 그 열어밝혀져 있음이 말
에 의해 의미 있게 분류파악되는 존재자가 ‘던져져 세계에 기반 하
는 세계-내-존재의 존재양식’을 갖기 때문이다.”67)

립토우는 여기에서 “말은 실존론적으로 언어이다.”라는 서술에 주

목한다. 립토우는 이 말을 “현존재가 동시에 언어를 사용하는 자로서(als 

sprechendes) 실존하는 한해서”68) “말하는 자로서(als redendes) 실존할 수

있”69)다는 뜻이라고 해석한다. 현존재의 “열어밝혀져 있음이 말에 의해

의미 있게 분류파악”된다는 서술은 말을 개시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으로, 따라서 언어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립토우는 이 부분이 언어가 “현존재의 던져져 있음과 관련되어 있다”70)

는 뜻일 뿐 말을 언어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

석한다.

네 번째 근거는 존재와 시간에 따르면 언어적 표현이 이해를 분

절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말이 이해를 분절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립토우가 보기에 이해를 분절할 수 있는 것은 언어적 표현이며 따라서

말은 곧 언어적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장 제2절에서

제시했듯이, 하이데거는 말의 구성요소를 “화젯거리(말해지는 것), 말해

66) 세계 내부에 있는 존재자들의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
혀 다른 도구들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어 그것의 외양과 속성이 관찰의 대상이 되
는 때에 그 존재자가 갖는 존재 양식을 말한다. 인용문에서는 “눈앞에 있는”이
전재자로 있음을 가리킨다. 눈앞에 있음은 이기상의 번역을 따른 것이다. 방해받
지 않고 원활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용재자라 하고, 이기상은 용재자를 “손 안
에 있음”이라고 번역한다.

67) 립토우, p.225.
‘열어밝혀져 있음’은 Erschlossenheit(개시성)에 대한 이기상 역본의 번역어이다.

68) 립토우, p.226.
69) 위 논문.
70)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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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내용 자체, 전달 및 표명”71)으로 제시한다. 립토우는 그 중 ‘화젯거

리’를 말의 대상으로 해석하고 그 대상은 “완전한 언어적 표현 또는 표

명된 문장의 의미론적인 특징”72) 으로서 표현이나 문장의 대상과 같다

고 본다. 그리고 말의 대상과 말의 내용은 전자가 직접적, 무매개적으로

후자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존재와 시간

의 다음 서술을 근거로 든다.

“‘이 망치는 너무 무겁다’는 진술에서 그 시선과 관련해 발견된 것
은 어떤 ‘의미(Sinn)’가 아니라, 손안에 있음의 방식으로 있는 어떤 
존재자이다. 비록 이 존재자가 손에 잡히거나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 지시는 그 존재자 자체를 뜻하고 있는 것
이지, 단순한 표상, 그러니까 ‘단순히 표상된 것’이나 화자의 심리
적인 상태, 즉 이러한 존재자를 표상함과 같은 것이 아니다.”73)

립토우는 여기에서 언어가 현존재의 이해를 분절하는 것으로 제시

된다고 주장한다. 언어적 진술의 대상인 망치는 존재자 자체로, 직접적으

로 진술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다. 언어적 진술이 존재

자를 직접적으로 발견하게 한다. 그리고 립토우는 이 발견하게 함이 세

계에 대한 현존재의 이해를 분절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립토우

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 한 가지 서술을 제시한다.

“현존재의 열어밝혀짐에는 본질적으로 말(Rede)이 속한다. 현존재는 
자신을 밖으로 말하고 있다. 발견하는 존재자로서 바로 자기 자신
을 다른 존재자에게 말하고 있다. … 진술은 존재자의 발견되어 있
는 방식 속에서 존재자를 함께 나눈다. 함께 나눔을 지각하는 현존
재는 그러한 지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화된 존재자를 향해 발견
하면서’ 존재하도록 한다. 발화된 진술은 그 진술의 대상 안에 존
재자의 발견되어 있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발화되어 
있음 안에 보존되어 있다.”74)

71) 소광희 역, p.227.
72) 립토우, p.227. 필자강조.
73) 립토우,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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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퍼 립토우는 이 부분을 근거로, 언어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것

에는 표현되고 있는 존재자를 이해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한다. 언

어적인 진술은 존재자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이해를 분절한

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근거는 말을 통해서 이해가 타인들과 공유되어

야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가 본질적으로

그 자체에서 공동 존재”75)라고 한다. 그리고 현존재는 말할 때 공동 존

재를 명확하게 나누게 된다고 한다. 립토우는 이러한 공동존재의 나눔이

네 번째 근거에서 제시되었던 존재자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말을 통해 우리는 존재자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면서 공동 존

재를, 다시 말해 현존재의 사회적인 차원을 분절하게 된다. 립토우는 다

음의 존재와 시간 인용문을 통해서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한다. 

“진술은 함께 나눔(Mitteilung), 이야기함을 뜻한다. … 진술은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난 것을 함께 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함께 보도
록 함(Mitsehenlassen)이 그런 식의 특정한 규정을 통해 제시된 존재
자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끔 만든다. 공통적으로 바라보면서 제시
된 것을 향해 있음이 ‘공유되는 것이며’, 이러한 존재방식이 세계-

내-존재로서의 타인, 즉 제시된 것을 만나고 있는 그 특정한 세계 
안에 있음으로서의 타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발화되어 있
음(Ausgesprochenheit)’은 이렇게 실존론적으로 이해된 함께-나눔으로
서의 진술에 속해 있다.”76)

  립토우는 말이 이처럼 공동존재를 분절하는 역할을 하려면 언어로 발

화되어야만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리고 말은 오직 밖으로 발화된 언어로서만 세계-내-존재의 이러
한 차원을 분류파악할 수 있다.”77) 

74) 립토우, p.229.
75) 소광희 역, p.177.
76) 립토우, pp.230-1.
‘함께 나눔’은 말의 구성계기중 하나인 ‘Mitteilung(전달)’의 이기상 역본 번역어다.

77) 립토우,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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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본 논문에서는 말이 비언어적 영역까지 포함한다는 의견을 지지한

다. 우선 립토우의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제1절 2.에서도 제

시한 것처럼 립토우의 의견은 첫 번째, 두 번째 근거만 보면 말과 언어

의 구별에는 동의하지만 말에 대한 언어의 의존성에만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네 번째 근거에서는 말과 언어의 관계를 정확하게 어떻

게 보고 있는지 애매한 점이 있고 세 번째, 다섯 번째 근거에서 특별히

제3장 제1절 2.의 마지막에서 인용한 문장을 보면 립토우가 말과 언어적

표현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립토우가 결론적

으로 말과 언어적 표현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보고 아래에서 각 근거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기로 한다.

먼저, 첫 번째 근거는 언어가 말에 의존하고 있다는 해석이 필연적

이지 않다는, 다시 말해 같은 텍스트를 통해서 다른 해석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립토우가 제시하는 인용문, “언어의 실존

론적-존재론적 기초는 말이다.”78)에 대해서는 언어를 말에 의존적인 것

으로 보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 때문에 첫 번째 근거는

그 자체로는 강한 근거가 되기 어렵지만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근거가

얼마나 립토우가 제시하는 새로운 해석을 지지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적절성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첫 번째 근거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Dreyfus가 말과 언

어를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립토우의 주장이 명백하게 옳지 않

다는 것이다. 우선 말에 언어가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은 말과 언어를 독

립적인 것으로 보는 주장과 다르다는 점에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의존하

고 있다는 것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제2장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Dreyfus는 말이 의존 관계를 갖는 네 가지의 개념으로 서

로 연결되어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 인용된 문장은 그 중 가장 근원적

인 단계를 서술하고 있는 부분일 뿐이다. 따라서 이 문장만으로 Dreyfus

가 말과 언어를 독립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해석은 부당하다.

78) 립토우,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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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근거는 인용문 해석에 무리가 있다. 우선 립토우가 제시하

는 인용문은 그의 해석에 유리하게 번역된 것이다. 소광희는 다음과 같

이 번역한다.

“말이 밖으로 발언된 것이 언어이다. 이것이 낱말 전체성이지만, 그 
안에서 말은 고유한 >세계적< 존재를 가지고 있으므로, 낱말 전체
성은 세계 내부적 존재자로서 용재자처럼 눈에 띄는 것이다. 언어
는 부서져서 전재적 낱말이라는 사물이 될 수도 있다.”79)

  또 이기상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말이 밖으로 말해져 있음이 곧 언어이다. 이러한 낱말의 전체성 ―
말이 그 안에 고유한 “세계적” 존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손안의 
것처럼 세계내부적인 존재자로서 눈앞에 놓이게 된다. 언어는 눈앞
에 놓이는 단어라는 사물로 분해될 수 있다.”80)

이들 번역본을 토대로 해석했을 때, 말이 발화될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말이 오직 언어로서만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성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 말은 언어를 통해 ‘고유한’ 세계적 존

재를 갖게 된다. 말만이 특별히 가질 수 있는 세계적 존재 방식이 언어

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말이 언어적 방식으로만

세계 내부에 있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립토우는 위 인

용문을 근거로, 언어를 전재자로 파악 했을 때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말

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과격한 해석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기상의 번

역을 보면 립토우가 ‘나뉠 수 있다.’로 번역한 표현은 존재하지 않게 된

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단위로 파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언

어는 전재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 립토우 자신이 인용하고 있는 다른 문

장이 이를 증명한다.

“발화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언어는 현존재의 이해가 해석한 것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음은 언어처럼 그렇게 눈앞에 

79) 소광희 역, p.235.
80)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서울: 까치글방, 1997. p.222. 같은
책은 이하 “이기상 역”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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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81)

정리하면 말은 언어로 발화됨으로써 특유의 세계적 존재를 갖게

되지만 언어적 형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세계 내부에 존재할 수 있

으며 그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해석적 근거는 없다. 또한 말이 심정성, 

이해와 함께 현존재의 내-존재 구성계기로서 현존재가 아닌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에게 적용되는 용재자나 전재자로 분류될 수 없는 것과 달리 언

어는 전재자로서 세계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말과 언어는 동일한 것

이 아니다.

세 번째 근거에 대해서는 Andrus가 그의 연구에서 직접 반박한 바

있다. Andrus는 “말은 실존론적으로 언어이다.” 라는 어구를 근거로 말과

언어는 단지 방법론적으로만 나누어질 뿐이며 말은 언어의 한 가지 측면

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Andrus가 보기에

는 위 어구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서술을 통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바로 앞에 나오는 서술이란 두 번째 근거에서 인용되었던 다음의 서술을

말한다.

“말이 밖으로 발언된 것이 언어이다. 이것이 낱말 전체성이지만, 그 
안에서 말은 고유한 >세계적< 존재를 가지고 있으므로, 낱말 전체
성은 세계 내부적 존재자로서 용재자처럼 눈에 띄는 것이다. 언어
는 부서져서 전재적 낱말이라는 사물이 될 수도 있다.”82)

Andrus에 의하면, 여기서 언어는 말을 표현해주고 따라서 의미도

표현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 제시되고 있다. 언어가 의미가 표현되는 매

개체라면 말은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실존론적

기초라는 점에서 실존론적으로 언어라고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여기서 “언어”라는 단어는 의미를 전달해주는 매개체라는 의미로 쓰였다

고 Andrus는 주장한다. 본 논문 또한 Andrus의 해석에 동의한다.

네 번째로 언어가 이해를 분절한다는 것은 말과 언어가 독립적이

라는 의견에 대한 반론은 될 수 있지만 말과 언어가 동일하다는 주장의

81) 립토우, pp.232-233. 필자강조.
82) 소광희 역,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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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될 수 없다. 말이 언어와 비언어적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는

해석도 언어가 이해를 분절할 수 있다는 서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또

Andrus의 예시를 통해 우리는 비언어적인 말에도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 바텐더에게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술을 더 마

실 것인지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근거 역시 Andrus의 설명을 통해 반박할 수 있다. 립토

우는 말이 발화될 때만 현존재의 사회적 차원을 분절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텐더의 예에서도 ‘술을 더 마실 것

인가’에 관한 이해, “술 취함과 깨어있는 것 사이의 균형점이 어디인

지”83)에 관한 이해가 비언어적 활동을 통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본 논문은 위의 반론을 근거로 해서 말이 발화된 언어로서만 존재

할 수 있다는 립토우의 의견에 반대하고 신상희와 Andrus가 제시하는 
존재와 시간의 서술들이 말 개념에 비언어적인 행동들도 포함된다는 근

거로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말이 전언어적인 개념이라는 신상희와

Andrus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Andrus는 말이 전언어적인, 혹은 비

언어적인 영역에 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Andrus가 제

시하는 서술들은 언어적 활동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예컨대 말함의 양상 중에 언표, 상담, 공표하는 것, 강연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양상들이기 때문에 오히

려 언어적 활동이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Andrus가 제시하는 근거를 기초로 하여 말이 언어적인 형식 뿐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의의를 드러내는 활동을 포함한다는 박찬국, Dreyfus, 

Wrathall의 주장을 따르고 그 활동의 본질에는 의의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2장 제3절에서 서술된 것처럼 의의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83) Andrus, p.42.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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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의도적 영역

그런데 말의 언어적, 비언어적 영역만으로는 말의 범위를 충분하게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본 논문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들 중

에 하나는 말 개념이 비의도적인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존재
와 시간의 텍스트를 근거로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로 존재와 시간에서 말이 내-존재의 구성요소들 중에 하나

로 제시되고 있는데 내-존재의 구성요소들은 현존재의 존재를 구성하는

만큼 현존재의 의도에 따라 생기거나 없어지는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순간에도 존재한

다. 내-존재 구성요소의 이러한 성격은 심정성과 이해에 관한 설명에서

는 강조되고 있으나 말에서는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말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비의도적 성격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히 강조되지

않는다 해도 내-존재의 구성요소라면 그에 해당되는 전체 성격을 공유한

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기존 연구에서도 주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

지만 말을 비의도적인 것으로 보는 듯한 언급이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Wrathall은 개시성의 한 계기라는 점에서 말은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비의도적일 수 있음을 주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데, 

이것이 본 논문에서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로 말의 본래적 양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양심의 부름에 관한

하이데거의 서술이 말의 비의도적 성격을 확연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참고하였던 선행연구 중에서는 Andrus가 양심의 부름을 다

루고 있다. 제3장 제2절 2.에서는 존재와 시간의 양심의 부름에 관한

Andrus의 해석과 그 한계를 제시하고 양심의 부름에서 드러나 있는 말의

비의도적 성격을 제시하기로 한다. 

1. 내-존재 구성계기들의 비의도성

현존재는 세계-내-존재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와 내-존재라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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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이미 세계 안에 있는 존재자

로서만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의 분리가 연결보다 더 일차

적이라는 입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세계-내-존재라는 연결되어 있는 현상

을 설명상의 편의를 위해 주체, 객체로 나누어서 본다면 세계는 객체에

해당하고 내-존재는 주체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84) 세계에

서 현존재와 다른 존재자들이 어떻게 지시로 연결되어 있는지 제시되고

내-존재에서는 세계 안에서 현존재의 지시되어 있음, 바꾸어 말하면 현

존재의 위치와 방향이 어떻게 현존재 자신에게 드러나 있는지 제시된다. 

내-존재의 구성계기들은 이러한 드러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데

거는 내-존재를 개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내-존재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내-존재가 현존재의 존

재의 구성방식을 가리키기 때문에 특수한 활동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

다는 점이다. 하이데거는 내-존재의 구성계기들 중에서도 특별히 심정성

과 이해를 설명할 때 그것이 어떤 의도적인 특수한 활동들보다 선행적으

로 현존재를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심정성과 이해에 관한 설명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언제나 이미’이다. 현존재는 무엇을 의도하기도

전에 언제나 이미 심정성과 이해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존재가 존재론적으로 심정성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존

재적 차원85)에서는 기분으로 드러난다. 현존재가 언제나 특정한 세계 속

에서 특정한 위치와 방향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분을 통해

드러나 있다. 기분은 인식보다 선행적이다. 우리가 어떤 기분 안에 있었

음을 자각하게 되는 것은 기분이 이미 일정 시간 지속되고 난 이후다. 

하이데거는 기분이 의식적인 자기인식보다 근원적으로 현존재의 상태를

개시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84) 하이데거는 주체와 객체가 현존재와 세계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소광희 역, p.89) 그러나 합치하지 이유는 주체와 객체라는 개념에 연결보다 분
리를 일차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현존재
와 세계가 일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유념하면서 주체와 객체의 비유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유가 가능하다는 것은 하이데거가 내-존재의 이해라는 구성계
기 안에 세계의 지시함이 현존재 자신과 관련하여 개시되어 있다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광희 역, p.128 참조.

85) “존재적“, ”존재론적“ 용어의 구별에 관해서는 본 논문 p.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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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지속하고 기복없고 멍청한 무기분(無氣分)은 기분상함과 혼
동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무기분은 아무 것도 아니기는커녕 도
리어 그 무기분에서 현존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짜증스러워 한다. 

그런 기분상함에서는 존재는 부담으로서 드러난다. 그 이유를 사람
들은 알지 못한다. 현존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인식의 개
시 가능성은, 현존재로 하여금 ‘현’으로서의 자기의 존재에 직면케 
하는 기분의 근원적 개시에 비하면, 그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이
다.”86)

또 기분은 어떤 의욕과 그로부터 비롯된 의도보다도 선행적이다. 

하이데거는 기분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인간을 파악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는 입장에 반대한다. 기분이 바뀐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어떠한 기분

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현존재는 기분을 바꿔보려고 시도하기 전에도

‘이미 언제나’ 기분 속에 있다. 하이데거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기분이 저상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은 현존재가 그 때마다 이미 
언제나 기분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87)

“… 지식과 의지로 기분을 지배할 수 있고, 지배해야 하고 또 지배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실존함의 어떤 가능성 안에서는 의욕과 
인식의 우위를 의미할는지 모른다. 다만 그것은 현존재의 근원적 
존재양식으로서의 기분을 존재론적으로 부인하는 데로 잘못 유도
되어서는 안 된다. 현존재는 모든 인식과 의욕 이전에 그리고 인식
과 의욕의 개시범위를 훨씬 넘어서 기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개시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기분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
것은 기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마다 반대의 기분으로 하
는 것이다.”88)

심정성은 어떤 인식이나 의욕에 앞서 세계 안에 있는 현존재의 존

86) 소광희 역, p.198-9.
87) 소광희 역, p.198. 필자강조.
88) 소광희 역, p.201. 필자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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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존재는 이를 없애버리거나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

하이데거는 이해에 대한 설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인식과 의

욕에 선행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해는 제2장 제1절에서 제시된 것처

럼 현존재가 자신의 가능성 안에서 세계 속에 있는 존재자들의 의의에

관해,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 방향,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해하는 앎을 말한다. 현존재는 이것을 의식으로 떠올리거나 어떤 방향

을 의욕적으로 선택하기 전에도 이러한 방향과 그에 대한 앎을 가지고

있다. 하이데거는 자신이 설명하려는 이해는 일상적으로 쓰이듯이 의식

적인 인식의 한 양식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제시한다.

“우리가 이해를 기초적 실존범주로서 해석한다면, 이와 함께 이 현
상은 현존재의 존재의 근본양상으로서 파악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다. 반대로, 여러 인식양식들 중 가능한 하나의 인식양식 가령 >설
명<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이해<는, 이 설명과 마찬가지로, 현의 
존재 일반을 함께 구성하는 일차적 이해의 실존론적 파생태로서 
해석되어야 한다.”89)

또한 이해는 인식의 기초가 된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행동하는

방식에 따라 존재자들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된다고 한다.90) 하

이데거는 실용적인 실천의 관점에서 존재자들을 도구로서 파악하는 관점

이 사물로서 파악하는 관점보다 더 선행적이고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관

점이라고 보고, 학문적인 관점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본

다. 이 때, 실용적인 실천에서 나타나는 관점이 ‘둘러봄’이다. 그런데 이

러한 일차적인 인식도 가장 선행적인 것이 아니라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고 파악한다. 하이데거는 관점을 ‘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

다.

“이해는 … 현존재의 봄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존론적으로 구성한
다.”91)

89) 소광희 역, p.210.
90) Dreyfus, p.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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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해는 어떤 의도적인 계획보다 선행적이다. 이해는 기투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투는 설계도, 초안, 계획이라는 뜻을 가진

Entwurf의 번역어로서 의도적인 설계나 계획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단어다. 하이데거는 자신이 제시하는 기투는 의도적이고 일

시적인 설계나 계획이 아니라 그것보다 선행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의미

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투는 현존재가 자기의 존재를 정비하기 위해 고안해 낸 어떤 계
획에 따라 태도를 취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현존재는, 존재하
는 한, 현존재로서 그 때마다 이미 자기를 기투하였고, 기투하면서 
존재한다. 현존재는, 그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이미 그리고 언제나 
여전히 가능성들에 입각해서 자기를 이해한다. 나아가서 이해의 기
투성격이 의미하는 바는, 이해는 이해의 기투근거, 즉 가능성들을 
스스로 주제적으로 포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92)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대부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선택의 순간에 부딪힐 때 가끔씩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선택한 이후에

는 다시 잊어버린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는

가능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망치질을 하고 있는 현존재는 그

작업의 순간에는 망치질로 만들어질 피신처나 미래에 불어오게 될 비바

람과 이를 피해야하는 자신의 가능성을 떠올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망치질이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있으며 그 미래의 가능성 때문에 망치질

이 의의가 있는 행동으로, 망치와 못이 의의가 있는 도구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의식하지 않을 때에도 현존재가 특정한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있고 그로부터 자신의 행동과 주위의 존재자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

을 가리켜서 하이데거는 기투의 구조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가 명시적으로 의식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계획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Entwurf, 기투라는 하

이데거의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91) 소광희 역, p.215.
92) 소광희 역, pp.213-4. 필자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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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시성의 구성계기들은 어떤 의욕이나 인식보다 선행적이

고 지속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Dreyfus는 개시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현존재의 일상적 활동들이 대부분

의식적이기 보다는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습관적인 행동

들의 기초에도 이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93) Dreyfus는 언어적인

활동들도 보통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의식적인 의욕

없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94) Wrathall은 말이 개시성의 구

성적 계기 중에 하나이고 구성적 계기들은 어떤 특정한 활동이 아니라

그것의 배경이 되는 준비태세(background readiness)와 같은 것이라고 설

명한다.95) Dreyfus와 Wrathall은 말이 비의도적 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존재의 전체 성격과 그 안에서 말을 이해했던 해석자들의

설명은 말이 비의도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2. 의지에 거슬러서 말하는 양심의 부름

문제는 존재와 시간의 말에 관한 설명에서도 비의도적 성격을

제시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말을 설명하는 존재와 시간 제34절에서는

심정성과 이해에서 강조된 것만큼 비의도적 성격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

에 말에는 심정성이나 이해와 다르게 의도성을 추가해야 할 것처럼 보인

다. 하지만 말의 한 양상인 양심의 부름에 관한 설명에서 말이 비의도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자신의 현존재 분석

론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한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실존96)방식을 비본

래적 실존과 본래적 실존으로 나누고 현존재는 우선 대개 비본래적으로

93) Dreyfus, pp.61-9, p.187.
94) Dreyfus, p.220.
95) Wrathall, p.35.
96)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지기도 하는 등, 자신의 존
재와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구별된다고 본다. 현
존재가 관계 맺고 있는 존재 및 현존재가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가
리키는 말이 실존이다. 이기상 역 p.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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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하고 있다고 한다. 만일 현존재가 이미 비본래적 실존방식 안에 있

다면 그와 다른 실존방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본래적인 실존

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본래적 실존이 가능하려면 그것이 비본래적

으로 실존하고 있는 현존재에게 알려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이데거

는 그러한 알려짐이 우리가 보통 양심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있다고 보고

양심을 해석한다.97)

먼저 하이데거는 양심이 비본래적으로 실존하던 현존재를 부르는

역할을 하는 말의 한 양상이라고 제시한다.

“그렇게 부르면서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양심이다. ‘부름’을 우리는 
말의 한 양상이라고 파악한다.”98)

그리고 양심에서 나타나는 말은 침묵의 양상으로만 나타난다고 제

시한다.

“부름은 아무런 음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부름은 결코 낱말이 되
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명료하거나 무규정적이지 않다. 

양심은 한결같이 그리고 오직 침묵의 양상으로만 말한다.”99)

양심의 부름에 관한 분석에서는 양심의 부름을 주고받는 자가 누

구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 이유는 하이데거 이전까지 수행된 양

심에 관한 연구들이 그 문제에 관해 상이한 해석들을 제시해왔기 때문이

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기존의 해석들은 양심을 낯선 힘, 인격적인 신 등

으로 해석하거나 양심에 대한 생물학적인 설명을 제시해왔지만, 이러한

해석은 모두 현존재와 독립된 것으로 대상화될 수 있는 전재자만이 진정

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존재론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하이데거는 양심에서 부르는 자는 현존재 자신이라고 해석한다.

“현존재는 양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른다.”100)

양심으로 부르는 자도 부름받는 자도 현존재다. 그러나 둘은 다르

97) 소광희 역, p.384 참조.
98) 소광희 역, p.388.
99) 소광희 역, p.391.
100) 소광희 역, p.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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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존재한다. 부르는 자는 으스스함이라는 심정성에 있는 현존재다. 앞에

서 심정성이 현존재가 의도한 것이 아니며 현존재가 자각하기도 전에 이

미 현존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심정성의 이러한 특징에

서 드러나는 것은 현존재의 피투성이다. 현존재는 그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특정한 환경 속에 자신이 의도하거나 자각하기도 전에 피투되어 있

고 이에 의해 형성된 특정한 상태가 기분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현존

재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상태가 되고 다른 기분을 느낀다. 그

런데 모든 현존재는 그가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는 같은 상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불안이라는

근본 기분으로 나타나고 그 속에서 으스스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 때문에 불안해하고 동시에 으스스해하고 있는 현존재가 양심에서

부르는 자라는 것이다.

한 편, 부름받는 자는 비본래적인 가능성에 있는 현존재이며 이 현

존재는 부름을 통해 본래적인 가능성으로 불러세워지게 된다. 이미 제시

되었듯이 현존재의 존재를 구성하는 이해는 현존재 자신의 한 가능성 안

에서 이루어진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존재가 개별적인 사물에 대해서

갖는 이해와 자신에 관한 이해는 이 가능성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존재

방식인 이해가 가능성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가능성을 소유한다는 표현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현존재는 가능존재

로 존재하는 것이다. 가능성과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현존재는 없기 때문

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양심의 부르는 자와 부름받는 자를 통상적인 시

간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현존재는 현재의 환경에 던

져진 자신으로서 존재하듯이 항상 미래의 가능성인 자신으로도 존재하고

있다. 가능성에 따라서 현존재가 지금 해야할 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미

래의 자신은 현재의 자신을 규정한다. 양심의 부르는 자는 여기에서 현

재의 자신이고 부름받는 자는 미래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존재는 보통 자신의 미래의 가능성을 잘못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현재의

자신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101) 현존재는 양심의 부름에 의해 피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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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현재의 자신으로부터 진정한 가능성을 발견한다. 일상적인 이해에

서 미래의 존재가 현재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규정했다면 양심의 부름에

서는 현재의 존재가 미래의 존재를 규정하게 되고 이로써 본래적 실존에

서 현존재의 미래와 현재는 상호규정적 관계가 된다.

Andrus는 부르는 자와 부름받는 자가 구별된다는 점에서 양심의 부

름이 의사소통적이라고 주장한다. Andrus는 우선 자신의 의견에 반대될

수 있는 하이데거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부름 가운데에서 불리어지는 것[부름의 내용]이 말로 형성되지 않
는다고 해서, 그것은 이 현상[양심]을 비밀스런 소리의 무규정성 속
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 단지 >불리어지는 것<[내용]을 이해한
다는 것이, 전달(Mitteilung, communication)한다는 등의 기대에 매달
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할 뿐이다.”102)

Andrus는 위 인용문을 근거로 비의사소통적인 말이 있다고 주장하

는 의견이 있음을 제시하고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한다. 첫 번째로 하이데

거는 전달(communication)을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인

용문에서 사용된 전달은 분리된 주체들 사이의 정보전달이라는 부정적

의미이기 때문이다. Andrus는 위 인용문은 공동존재를 명확하게 하는 긍

정적인 의사소통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두 번째로 양심에

관한 하이데거의 설명을 보면 양심의 부름은 서로 다른 의미의 자기

(self) 사이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는 양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부른다.”103)라고 한다. 이 때 자기 자신을 같은 자신이라고

본다면 유아론적이고 따라서 의사소통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ndrus는 하이데거가 “현존재는 ‘부르는 자이면서 동시에 부름받는 자이

다’라는 대답은 존재론적으로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104)라고 제시하

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직접 배제한다고 본다. 

Andrus의 해석에 따르면 양심의 부름에서 부름받는 자는 비본래적

101)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제4장 제1절 2., 3. 참조
102) 소광희 역, pp.391-2.
103) 소광희 역, p.394.
104) 위의 책. 본문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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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에 있는 자신이며 부르는 자는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존재가능성이

다. 양심은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 자신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다. 

덧붙여 양심이 침묵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의사소통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데, Andrus가 침묵에 관한 논의에서 제시했듯이 침묵을 통해서

도 승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ndrus의 해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심에서 부르는 자를

잘못 파악했다는 점이 아니다. 양심의 부름이 의사소통적이라는 주장은

양심의 부름을 의도적인 것으로 보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양심의

부름에는 의도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의 양심 경험을 반성해 볼

때 분명해진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하이데

거가 양심에 대한 기존의 해석에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 경험 자

체를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라 양심에서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 양심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존의 설명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하이

데거는 비의도적인 우리의 양심 경험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경험

으로부터 부르는 자를 추적해나간다.

“부름은 물론 우리 자신에 의해 계획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으
며, 의도적으로 수행되지도 않는다. 기대와 의지에 반해 >그것<이 
부른다. 다른 한편, 부름은 의심의 여지없이 ‘나와 함께 이 세계에 
있는 타자’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다. 부름은 나의 안으로부터 오지
만 나를 초월한다. 이런 현상적 실상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105)

하이데거의 표현방법이 양심을 의도적인 것으로 착각할 만한 여지

를 제공하기는 한다. 예컨대 위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부른다.” 와 같

은 표현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그러나 양

심의 부름을 부르는 자가 현존재 자신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현존재인 우리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양심의 부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는 경험에 비추어 이 표현을 해석할 수 있다. 부르는 자가 어떤 의도를

105) 소광희 역, p.394.
원문에는 “우리 자신에 의해”,“안으로부터”,“초월한다”에 강조표시가 되어 있다.
본 논문의 의도와 크게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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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행동했다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

현 뒤에 있는 현상을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하이데거의 설명이 우리에게

단서를 준다.

“부르는 자는, 그가 누구인가 하는 점에서는, >세간적으로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다. 부르는 자는, 그의 으스스함 속에 
있는 현존재요, 안절부절하는 근원적 피투적 세계-내-존재이며, 세
계의 무 속에서의 적나라한 >사실<이다.”106)

여기서 부르는 자는 다시 무(無) 속에서의 “사실”로 제시된다. 그

렇다면 우리는 양심의 부름에 관한 하이데거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생각

할 수 있다. 심정성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현존재는 세계와 자기자신에

게 개시되어 있는 존재자이고 또 언제나 이미 피투되어 있는 존재자이기

때문에 자각하거나 의도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미리 인식하지 못했고 의

도하지 않은 사실들을 지각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것은 현존재 자신

에 관한 사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현존재가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

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현존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현존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이다. 현존재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의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현존재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의식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럼에도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인지될 수밖에 없다. 이

렇게 현존재가 존재에 관한 사실이 현존재의 거부하려는 의도를 거슬러

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현존재에게 인지되고 있는 현상을 하이데거는 양

심의 부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름이 자기 자신에 관한 일종의 인지를 내어주고 있다는 하이데거의 서

술에서도 드러난다.

“양심이 ‘앞으로 불러내면서 도로 불러들이’는 것은 현존재에게 다
음의 것을 알아차리게 한다. 즉, 현존재는 … 자기를 세인 속의 자

106) 소광희 역, 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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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실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되돌려와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책
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존재가 자기에게 알아차리게 하는 
것은 현존재 자신에 대한 어떤 인지일 것이다.”107) 

이어서 하이데거는 양심의 들음이 인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양심의] 부름에 상응하는 ‘들음’은 [현존재가] >책임 
있다<는 현실의 인지일 것이다.”108)

여기서 인지로 번역된 Kenntnisnahme는 참고, 검토라는 뜻을 가지

고 있으며 영역본에서는 이를 taking cognizance라고 번역했다.109) 양심의

부름으로 의식에 명백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인지(cognize)되고 있던

것을 비로소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take)이 양심의 부름을 들음이라는 것

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점은 양심의 부름을 들음도 비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들음이 지식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는 설명

은 양심의 부름을 듣는 것이 현존재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오

해하게 할 수 있다. 또 현존재가 부름을 듣지 않으려고 피할 수 있다면

부름을 피하지 않고 듣는 것은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행동처럼 여겨질

수 있다. 하이데거는 부름을 듣는 것을 “자신을 선택한 것”110)이라고 표

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름이 의도를 거슬러서 계속 인지되고 있다면

그 부름을 듣는 선택은 우리에게 미쳐지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동등한 선

택지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점심 식사에서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거나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어디를 갈지 선택하는 것처럼

107) 소광희 역, p.411.
108) 소광희 역, pp.411-2. 본문강조.
109)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Tübingen:Max Niemeyer Verlag, 2006.
p.287.
Martin Heidegger, Being and Time, tr. John Macquarrie and Edward
Robinson, New York : Harper, c1962. p.333. 같은 책은 이하 “tr. Macquarrie
and Robinson” 으로 표기.
따라서 양심을 듣는 ‘인지’는 하이데거가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인식의 한
양식인 ‘인지함(Vernehmen)’이 아니다. 이기상 역, p.92, Heidegger, 1962, p.61 참
조.

110) 소광희 역, 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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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상황이 양심의 부름에는 주어져 있지 않다. 양심의 부름을 듣

는 것은 의도된 선택이라기보다는 부름을 듣지 않으려 했던 의도를 포기

하는 것에 가깝다. 인지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의식으로 가져오

게 되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의도를 포기했을 때 의식에 일어

나는 변화인 것이다.

양심의 부름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기투 때문에 들음이 의도적인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하이데거는 부름을 바르게 듣는 것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서술한다.

“그렇다면 불러냄을 [자기의 내면의 소리로서] 올바로 듣는 것은, 

자기의 가장 독자적 존재 가능에 있어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 즉 
가장 독자적 본래적으로 ‘책임 있게 될 수 있음’을 향해 자기를 기
투하는 것과 같다.”111)

양심의 부름을 듣는 현존재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기투한다. 그러나

기투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이해가 의도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음은 이해

에 관한 설명에서 제시되었다. 기투는 의도적인 계획이나 적극적인 인식

이 아니라 현존재 자신이 의도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성과

그에 따른 이해를 말한다. 듣지 않으려는 의도를 포기하고 현존재가 피

투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존재는 그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실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게 되고 그로부터 자신

과 다른 존재자들을 이해하게 된다.

들음으로써 의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기투에 대해 하이데거는 다음

과 같이 서술한다.

“부름에 >따라가는<[聽從하는] 본래적 이해는, 양심현상에 잇닿아 
있기만 하는 부가물(附加物)이 아니다, 즉,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
을 수도 있는 어떤 과정이 아니다.”112)

양심을 들음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의 발생여부를 현존재의 의지로

111) 위의 책.
112) 소광희 역, p.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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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존재와 시간에서 양심의 부름과 그 부름을

들음, 그에 따른 변화까지 비의도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양심은 말의 한

양상이다. 따라서 양심에 관한 설명은 존재와 시간에서 말이 비의도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양심 외(外) 비의도적 분절의 가능성

양심에 관한 서술만으로는 말의 비의도적 영역이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양심의 부름은 현존재가 경험할 수 있는 말들 중에 매우 특수

한 경우다. 따라서 비의도적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양심의 부름만을 제

시하는 경우 말의 비의도적 영역은 양심의 부름에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

될 수 있고 말의 언어적 양상이나 비언어적이고 의도적인 양상보다 좁은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Dreyfus가 제시하듯이 우리의 일상적 활동

에서 의도적인 활동보다 비의도적이고 습관적인 활동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특별히 의의를 명시하거나 결정하려는 의도가 없는 습관적 활

동들도 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활동들 속에서 의의가 명시되고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언어적이지도 않고 의도도 갖

고 있지 않으면서 의의를 명시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사물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회가 정치적 의도를 갖는 것이며 기술적 생산물 자

체는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 랭던 위너는 이러한 통념에 반대하면서 기

술적 생산물들이 그것 자체만으로 정치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정치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의도로 도입된 생산물 한 가지와 의도가 없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정

치적 효과를 산출하게 된 생산물의 사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는 것으

로 충분할 것이다.

첫 번째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200개정도의 고가도로들이다. 이 고

가도로들은 양쪽 가장자리가 2미터 70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아서 미국에서 운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 곳 고가도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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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 고가도로들은 로버트 모제스라는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다. 그가 고

가도로를 낮게 설계한 이유는 자신이 만든 도로에 버스가 다니지 못하도

록 함으로써 백인 상류층, 중산층은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반

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흑인들의 도로 이용은

통제하려는 의도였다. 그의 의도는 성공했고 가난한 사람들과 흑인들은

이 때문에 역시 모제스가 조성한 존스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

다. 심각한 사실은 로버트 모제스가 죽고 난 후에도 그가 만든 건축물들

은 남아서 그 자체로 계속 “불평등을 구현”113)한다는 점이다.

이 사례에서 로버트 모제스는 어떠한 인종차별적 구호도 외치지

않았지만 단지 낮은 고가도로를 설계하고 건축함으로써 롱아일랜드는 궁

극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으며, 고가도로 아래에 있는 도로는

백인 상류층과 중산층의 휴양을 위한 것이라는 의의를 명시하고 결정했

다. 더욱이 그가 건축한 고가도로는 아무런 언어적인 표현이나 의도를

가지지 않지만 그 형태를 가지고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차별적

의의를 명시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너는 로버트 모제스의 고가도로처럼 차별을 목적으로 설계된 생

산물이 아니라도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사

례를 통해 제시한다. 두 번째는 1970년대 이전까지 미국의 기계, 도구, 

공공구조물들이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기 위해 설계되지

는 않았다. 하지만 장애인의 통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

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게 되었다. 

1970년대 장애인들의 사회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재설계

및 재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이 사물들은 비장

애인들만의 사회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그것들 자체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모제스의 고가도로를 통해 롱아일랜드가 궁극적으로 평등

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듯이 위에서 언급된 사물들은

미국 사회가 1970년대 이전까지는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113) 랭던 위너,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 손화철 역, 서울:CIR, 2010.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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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보다 규모가 작은 기계도 말

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1940년대 후반에 개발된 토마토 수확기계다. 이 기계의 도입으로 토마토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 대신 생산 농민의 수는 4,000명에서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600명으로 줄어들었고 약 3,2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농촌법률지원단에서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관련

자들이 소수를 위해 농장 노동자등 농촌 일반에 손해를 끼치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를 하기도 했다. 이 기계로 발생한 결과

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기계는 궁극적으로 토마토 수확

노동자들의 안정보다는 더 많은 토마토 생산량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어가는 한 수단이 되었으며 그러한 의의를 명시하고 결정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례들처럼 어떠한 언어도 발성하지 못하고 어떠

한 의도도 가질 수 없는 건축물과 기계도 의의를 명시하고 결정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도적이지 않은 현존재의 행동도 그 자체로

의의를 명시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양심의 부름에서 현존재

가 무(無) 속에서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존재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사실도 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말은 이렇게 언어적, 비언어적 영역을 넘어

비의도적 영역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확하게 말해 현존재는 말을 하

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현존재가 비의도적으로도 말

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음은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 직접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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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말의 기능

제1절 말의 공동성

하이데거가 정작 존재와 시간 제34절에서 강조했던 것은 말이

본질적으로 현존재의 고립된 활동이 아니라 다른 현존재와 함께 하는 공

동의 존재방식이라는 점이다. 말의 공동적 특성은 세계와 관련된 말의

기능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하다. 그런데 말의 일상적 양상인 빈 말에 관

한 설명을 보면 하이데거는 타인과 함께하는 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

하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양심의 부름에 관한 설명에서는 타인의 말

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본래적인 실존을 찾는 길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이러한 의심은 더욱 커진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 제34절 에

서 말의 공동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이데거가 이 공동

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는지 빈 말과 양심의 부름을 통해 검토해

볼 것이다.114)

1. 말의 구조적 공동성

하이데거가 말에서 공동성을 강조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근거는 하이데거가 말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말함이 상호존재 속에 있다

고 제시한다는 점이다.

“말한다는 것은 세계-내-존재의 이해 가능성을 >의의부여하면서< 

114) 본 논문의 공동성 논의는 Andrus가 말이 의사소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
해 제시했던 논증과 구별된다. Andrus에게는 말이 다른 의미의 자기자신 사이에
이루어진 부름과 응답이라 해도(양심의 부름) 의사소통적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
이 중요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말로 세계를 질서 지우는 과정에서 타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갖는지를 문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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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하는 것이지만, 세계-내-존재에는 공동존재가 속하므로, 말한다
는 것은 그 때마다 배려하는 상호존재의 일정한 방식 속에서 유지
된다.”115)

여기에서 하이데거가 제시하고 있듯이 세계-내-존재에는 공동존재

가 속한다. 그러나 심정성과 이해에 관한 설명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특

별히 언급되거나 강조되지 않았다. 그런데 말함에서 공동존재가 새삼 환

기되고 “말한다는 것”이 “상호존재의 일정한 방식 속에” 있는 것으로 제

시된다는 사실은 말이 공동존재 및 상호존재의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의 구성요소가 말의 화젯거리(말해지는 것), 말해진 내용 자체, 

전달 및 표명이라는 것은 이미 몇 차례 제시되었다. 여기서 전달과 표명

에 관한 짧은 서술은 분절이 의의를 명시한다는 것 뿐 아니라116) 말이

가지는 공동적 특징을 보여준다. 하이데거는 전달에서 다른 현존재와 공

동의 심정성, 이해함이 명확하게 나뉘어진다고 말한다. 또 표명은 자기를

밖으로 말하는 것인데 자신 이외의 타인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표

명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전달과 표명이 언어적 표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관한 하이데

거의 설명을 보면 공동적 특징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말에는 심정적 내-존재의 표명이 속해 있으나, 그 표명의 언어상의 
지표는 음성의 억양, 전조(轉調), 말의 템포, >발언 양식<에서 나타
난다. 심정성의 실존론적 제 가능성의 전달, 즉 실존의 개시는 >시
를 짓는< 말의 고유한 목표가 될 수 있다.”117)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표명의 예로 음성의 억양, 전조, 말의 템포를

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심정성이 전달된다고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

의 말을 들을 때 목소리의 억양, 전조, 템포를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기

115) 소광희 역, p.235. 필자강조.
116) 본 논문 제2장 제2절 참조.
117) 소광희 역,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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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따라 우리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 하이데거는 이 때 말

에서 전달되는 것이 단순한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화자의 내-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화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화자가 타인과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화자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게 되고 그에 따라 내가 타인과

존재자들과 맺고 있는 관계 및 나의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요컨대 현존재는 말의 전달과 표명이라는 구성계기를 통

해 존재방식을 공유한다.

하이데거는 언어적 활동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언어적인

발성만이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언어적 표현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을 위해 묵묵히 실

천하는 사람을 봄으로써, 다시 말해 말의 비언어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심정성과 이해를 전달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과 심정성, 이해를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

에게 자신을 표명하는 것은 단지 말을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말의 목표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인용된 문장에서도 나

타나지만 단어의 대응으로도 암시되고 있다. 독일어를 보면 말의 구조가

하이데거가 서론에서 제시했던 물음의 구조와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이데거는 모든 물음(Frage)이 ‘물어지는 것, 물음이 걸리는

것, 물어서 밝혀지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했다.118) 이 구성요소들은

독일어로 각각 Gefragtes, Befragtes, Erfragte로 표현된다. 그리고 말(Rede)

의 구성계기는 독일어로 각각 Beredete, Geredete, die Mitteilung und die 

Bekundung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두운(頭韻)에 주목해보면 die 

Mitteliung und die Bekundung, 즉 전달과 표명이 물음의 구조에서

Erfragte 즉 물어서 밝혀지는 것과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

음의 목표가 물음에서 밝혀지는 것이듯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다

른 사람에게 자신을 표명하는 것이 말의 목표라는 것을 암시한다.

들음이 말함을 구성한다는 하이데거의 설명을 통해서도 역시 말함

118) 소광희 역,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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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의 존재방식임을 알 수 있다. 말의 비언어적 영역에 관한 논의에

서 밝혀진 것처럼 말함은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발화가 아니며 들음도 단

순한 음향의 지각은 아니다. 들음은 함께 나누어지고 표명된 것에 순종

혹은 거절의 형태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들음의

구체적인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타자와 함께 이해하고 있는 세계-내-존재로서, 현존재는 공동 현존
재 및 자기 자신에게 >청종(聽從)<하고 이 청종성에 있어서 공동 
현존재 및 자기 자신에게 귀속된다. 서로 듣고 청종하는 가운데 공
동존재가 형성되지만, 서로 듣고 청종하는 데는 순종하고 동행(同
行)하는 가능한 방식도 있으려니와 불복, 반항, 불손, 이반 등의 제 
결여적 양상도 있다.”119)

현존재가 청종성에서 공동 현존재에 귀속되고, 청종하는 가운데 공

동존재를 형성한다는 설명에서 말이 공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순종, 불복 등의 구체적인 예시로부터도 들음이 상대방의 말에 대한

반응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존재를 전제해야 가능한 공동적 행동이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말함이 상호존재라는 배경 안에서 제시된다는 것, 말의 구

성요소 중에서 전달과 표명이 말의 목표에 해당한다는 것, 들음이 말함

을 구성한다는 것과 들음의 양상들이 타인을 전제해야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공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하이데거가 이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말의 일상적 양상에서 나타나는 공동성

하이데거는 말의 일상적 양상을 존재와 시간 제35절에서 빈 말

로 제시한다. 그런데 ‘빈 말’이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빈 말에 대

한 서술을 보면 하이데거가 말의 공동적 특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 있다. 우선 하이데거는 말이 대부분 언어로 표

119) 소광희 역,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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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고 그 안에 이미 이해와 해석이 들어있다고 한다. 언어로 표현된 말

에서는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화젯거리보다 우위를 갖게 된다. ‘이야기

되고 있는 것’에는 평균적 이해가능성이 있어서 말이 널리 이해될 수 있

게 한다. 하지만 평균 이상의 근원적인 이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말

의 진정한 대상인 화젯거리는 피상적으로만 이해된다. 이 때문에 사람들

은 무엇이 피상적인 이해이고 무엇이 근원적인 이해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고 대상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지 못한 채 말을 확대하고 모방하게 된

다. 이로 인해 그 말을 가능하게 했던 최초의 지반이 상실되고 말은 그

것이 근원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권위를 갖게 된다. 이것은 말의 개시성을 폐쇄성으로 반전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사람들은 무근거적인 말로 인해서 이해에 도달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진정한 이해를 위한 물음을 억누르게 된다. 하

이데거는 이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빈 말은 뿌리 뽑힌 현존재의 이해내용의 존재양식이다. … 이것
은 존재론적으로는, 빈 말 속에 자기를 유지하고 있는 현존재가 세
계-내-존재로서 세계, 공동 현존재 및 내-존재 자체에 대해 일차적
이고 근원적이고 진정한 존재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음을 의미한
다.”120)

빈 말에 관한 이러한 부정적인 서술을 근거로 Dreyfus는 존재와
시간에서 언어가 그 구조적 필연성 때문에 현존재를 존재 일반과 자신

의 존재에 대한 일차적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고 주장

한다. 언어가 불러오는 이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Dreyfus는 이해의 종류를 도구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누

어서 설명한다.121) 첫 번째는 일차적인 이해로서 도구를 직접 사용함에

있는 이해를 말한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이해로 어떤 도구를 직접 사용

해보지 않고도 일상적 의사소통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게

되는 이해를 말한다. 이 평균적 이해는 이해를 일반적인 것으로, 더 나아

120) 소광희 역, p.247.
121) Dreyfus, pp.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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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속한 것으로 만든다. 세 번째는 결핍적 이해로, 언어를 사용해 일차

적인 이해를 은폐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이데거는 빈 말을 설명하면서

폄하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고 빈 말이 적극적인 현상이라고 서술하기도

한다. 하지만 Dreyfus는 빈 말이 폐쇄하고 뿌리 뽑는다는 말, 즉 결핍적

이해를 초래한다는 말은 긍정적인 서술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결론적

으로 Dreyfus는 하이데거에게 언어가 구조적,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Wrathall과 Lafont은 Dreyfus의 주장에 반대한다. Wrathall은 언어의

사용이 필연적으로 비본래적 실존을 초래한다는 빈 말 해석에 반대한다.  

Wrathall은 또한 모든 언어적인 대화가 반드시 근원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 사이의

대화에서는 모든 대화의 참여자들이 일차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하는 것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Wrathall이 보기에 하이데거의 의도는 언어나 언어활동 자체를 부

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한계를 제시한 것이다. 

Wrathall에 따르면 빈 말은 영어의 번역어 Idle talk, Idle conversation이 보

여주듯이 일종의 게으름(Idleness)으로서 “논의되는 사물과 실천적으로 관

련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122)을 말한다. 화자는 빈 말을 통해 ‘이야

기되고 있는 것’을, 즉 그 “언어적 표현의 정의가 무엇인지, 외연은 무엇

인지, 언어적 표현이 관습적으로 함의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123) 배운다. 그러나 대상과의 교류에 대한 실제 감각(sense)은 부

족할 수밖에 없다.

Wrathall은 실천적 경험, 감각이 부족할 수 있는 사례로 자동차 운

전에 관한 예를 든다. 영국 환경부의 로터리 이용 가이드에는 “로터리에

접근할 때 주위 차들의 속도와 위치에 주의하시오.”124)등의 유의사항들

122) Wrathall, p.39.
“…holding back from a practical engagement with the things being discussed.”

123) Wrathall, p.40.
“…how to define it, how to articulate its extension, and what other things are
conventionally made about it.”

124) Wrathall,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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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은 도로의 운전 방향과 운전대의

계기판이 반대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면 미국의 운

전자가 로터리 가이드를 다 읽는다고 해도 실제 영국에서 운전을 할 때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 하이데거가 빈 말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놀랍지 않게도(unsurprising)” 바로 이러한 한계, 언어는 대상에 대

해 경험만큼 완전한 지식을 줄 수 없다는 한계라고 Wrathall은 말한다. 

언어 자체가 현존재를 본질적으로 근원적 이해에서 분리시킨다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Lafont도 역시 하이데거의 빈 말이 언어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받

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다. Lafont은 하이데거가 빈 말을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두 가지로 제시한다고 본다. 소극적 의미는 언어를

통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적극적 의미는 확대하

고 말하고 모방해서 말하는 특수한 언어적 활동이다. 간단한 정의만 보

면 전자는 필연적이고 긍정적인데 반해 후자는 선택적이고 부정적인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Lafont은 둘 모두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며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먼저 소극적인 의미의 빈 말은 언어를 통해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

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 이야기되고 있

는 것 자체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소극적 빈 말은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닌 “의사소통의 본질적인 특징에서 나온

것이다.”125) 사람들은 많은 것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말

을 통해서 알게 된다. Lafont은 “만일 모든 사람에게 근원적인 이해가 있

다면 의사소통은 필요하지 않을 것”126)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한 편, 적

극적인 의미의 빈 말은 타인의 권위에 의존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be aware of the speed and position of all the traffic around you.”
125) Cristina Lafont, “Was Heidegger an Externalist?”, Inquiry, vol. 48, 2005.
p.513.
“… it follows from an essential feature of communication.”

126) 위 논문.
“Once the hearers know first hand what is being communicated,
communication no longer has a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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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말하는 언어적 활동이다. 앞서 소극적인 의미의 빈 말에서 제시

된 것처럼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일차적이지는 않은 평균적인 이해

를 갖게 된다. 그런데 평균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이해에

기반한 지식과 그렇지 않은 지식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127) 그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의 빈 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전문

가의 권위에 의존해서(by deferral)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처럼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닌 빈 말은 과도한 일반화에

의해 비본래적 실존의 원인이 된다. 소극적 의미의 빈 말은 평균적인 이

해를 과도하게 일반화시켜서 일차적인 이해를 불필요한 것처럼 만듦으로

써, 적극적 의미의 빈 말은 권위에 대한 의존을 일반화시켜서 단지 사람

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인 것으로 여기게 함으로써 부정

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인 빈 말을 하게 되는 동기는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안정성에 대한 추구 때문이다. 이러한

안정성 때문에 사람들은 “평균적 이해, 권위에 의한 이해를 시작점이 아

니라 목표로 잡게 되고”128) 진정한 이해를 위한 행동을 수행해야 함을

잊어버림으로써 비본래적 실존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빈

말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추구하려

는 특정한 동기와 과도한 일반화라는 별개의 원인 때문에 부정적으로 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의 빈 말은 언어 자체에 대한 비

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Wrathall과 Lafont의 해석은 언어를 옹호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말의 공동적 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Wrathall이 설명하듯이 공동의 대화가 언제나 평균적인 이해만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 혹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127) tr. Macquarrie and Robinson, p.217. 위 논문에서 재인용
“it soon becomes impossible to decide what is disclosed in a genuine
understanding, and what is not.”

128) Lafont, p.516.
“… taking such average understanding not just as the starting point, but as
the goal.”



- 59 -

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근원적 이해를 공유할 수 있다. 또 Lafont이 제시

하는 것처럼 타인과 공동적인 대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그것을 전문가의 권위에 의존해서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Dreyfus도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다. 공동적 특성 자체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말의 본질적 요소이고 지식의 범위를 넓혀준다는 긍정적인 효용을 가지

고 있다. 빈 말은 말의 공동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Dreyfus에 의하면 호

기심, Lafont에 의하면 안정성에 대한 추구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변하

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말의 공동적 특성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

니라는 사실은 양심의 부름에 관한 서술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3. 양심의 부름으로 말의 공동성은 부정되는가?
하이데거가 말의 공동적 특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는 의심

을 하게하는 또 다른 원인은 비본래적 실존에서 본래적 실존으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양심의 부름이 타인의 말을 배제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양심의 부름에서 부르는 자와 부름받는 자가 모두 현존재 자기

자신이라는 점이 이미 제시되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양심의 부름에 해

당하는 자신의 부름이 타인의 말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

“현존재는, 세인의 공공성과 그 빈 말 속에 자기를 상실하면서, 세
인-자기의 말을 듣는 나머지 독자적 자기를 겉 듣는다. 현존재가 
자기를 겉 듣는다고 하는 자기 상실로부터―그것도 현존재 자신에 
의해―돌이켜질 수 있어야 한다면, 그 때 현존재는 먼저 자기를 발
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기란, 세인에 경청(傾聽)함으로
써 자기를 겉 들었고 또 겉 듣고 있는 그 자기이다. 이런 경청이 
타파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경청을 차단하는 어떤 들음의 가
능성이 현존재 자신에 의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렇게 부
르면서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양심이다.”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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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세인이란 현존재의 비본래적 실존을 지배하는 불특정다수

의 타인들을 가리킨다. 세인의 지배로 비본래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현존

재를 세인-자기라고 한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에게 존재가능성을 평탄화

하려는 본질적인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현존재의 상호존재에서

현존재들은 독자적 특성보다는 다른 현존재들과 평균성을 배려하게 된

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타인과 느끼는 차이성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되려하기 때문에 타인과 차이에 대해 염려하면서 차

이를 없애려고 하고, 타인보다 뒤쳐져 있다고 느끼면 차이를 따라잡으려

고도 한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상호존재는 이러한 차이성의 성격을 가지

고 있다. 이 차이성이 보여주는 것은 상호존재에서 현존재가 자기 자신

이 되지 못하고 타인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타인과의 차이에 따

라서 현존재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준으로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환상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겉보기에 그들은 모든 판단과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것 같고 책

임을 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현존재는 존재부담이 면제되

는 것처럼 느끼고 더욱 그들의 지배에 자신을 맡기게 된다. 하지만 그들

은 특정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을 질 수 없다. 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반복적으로 현존재가 개별적으로 실존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존재의 부담은 현존재가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들이 이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세인과 본래적 실존에 대한 하이데거의 이러한 입장이 위 인용문

에 드러나 있다. 세인은 빈 말의 평균적 이해와 권위 의존적 성격이 과

도하게 일반화된 공공성 속에 있으며 현존재는 세인의 말을 들으며 세인

-자기로 존재할 때 독자적이고 진정한 자기의 말은 듣지 않게 된다. 본

래적으로 실존하기 위해서는 세인에 대한 귀 기울임이 타파되고 차단되

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타인의 말을 듣지 않아야 본래적 실존

이 가능해지고 말의 공동적 특성은 본래적 실존을 위해 부정되어야 하는

129) 소광희 역, p.388. 필자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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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양심의 부름의 화젯거리가 무엇

인지, 다시 말해 양심의 부름을 통해 현존재가 자신으로부터 무엇을 듣

게 되는지가 분명해져야 한다. 제58절의 서술에 따르면 양심의 부름의

화젯거리는 현존재의 책임이다. 하이데거는 모든 양심 경험에 대한 해석

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혼란스럽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이데거

는 우선 타인에 대한 책임은 ‘결핍의 원인이 됨’이라는 형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누군가 타인에게 책임이 있음은 타인의 결핍에 대

해 원인이 되고 그렇게 결핍의 원인이 됨 자체가 결핍적인 것으로 규정

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타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상해를 입

힌다고 했을 때 타인에게는 일종의 결핍이 발생한 것이며 그 사람은 타

인의 결핍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결핍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이것이 타인에 대한 책임이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도덕적인 결핍은 더 근원적인 현존재의 비(非)-

성격(der Charakter des Nicht)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존재의 비(非) 

-성격은 첫째로 피투되어 있는 현존재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실존하게

되거나 특정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

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놓아야

한다는 사실과 둘째로 한 가능성을 선택함으로써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선택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현존재의

아님 성격을 비성(非性, Nichtigkeit)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존재는 존

재하면서 언제나 이러한 일차적인 비(非)-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이

데거의 표현으로 말하면 현존재는 “자기 자신의 한 비성으로 있다.”130), 

다시 말해 비성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 일차적인

비(非)-성격이 도덕적인 선과 악의 가능조건이 된다. 양심의 부름은 현존

재의 이러한 비(非)-성격으로 규정된 책임을 이해하게 해준다. 양심의 부

름을 듣는다는 것은 책임을 인지한다는 것이다.

130) 소광희 역, p.408. 본문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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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런 [양심의] 부름에 상응하는 ‘들음’은 [현존재가] >책임 
있다<는 현실의 인지일 것이다.”131)

양심의 부름을 통해 현존재가 자신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은 자

신의 책임이다. 다시 말해, 양심의 부름을 듣는다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들려오는 모든 말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책임의 소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존재에게는 불특정 다수의 존

재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은근히 자신의 존재방식을 스스로 결정해

야 한다는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차

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존재방식에 대해서는 현존재 자신

이 근거를 놓아야 하고 선택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실존하는 것이 양심의 부름을 듣는 본래적 실존이다.

양심의 부름을 듣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인으로부터 차단되는 것

이 아님은 양심의 부름에 대한 다음의 서술에서도 드러난다.

“세인-자기 속에 있는 자기를 불러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면 
속에 몰아 넣어서 >바깥 세계<로부터 자기를 폐쇄하지 않을 수 없
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부름은 오직 자기만을 불러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일소해 버린다. 그럼에도 그 자기란 세계-내-존
재라는 방식으로 있는 자기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132)

또 하이데거는 양심에 의해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기투하는 것을

결의성이라고 한다. 이 때 결의성은 타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타인과 함께 하는 공동존재를 본래적인 양상으로 변양시키는 것이

다. 그렇다면 본래적 실존은 타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만나고 연결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음의

서술이 보여주고 있다.

“결의성은, 본래적 자기존재라고 해서 현존재를 세계로부터 유리시
키지도 않고, 허공에 뜬 자아로 고립시키지도 않는다. 결의성이 어

131) 소광희 역, pp.411-2.
132) 소광희 역, p.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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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본래적 개시성으로서의 결의성은 세계-내-

존재를 떠나서는 달리 본래적으로 있을 수도 없다. 결의성은 [현존
재의] 자기를 용재자 곁에서 배려하는 그때그때의 그 존재 속으로 
끌고 들어오고, 또 그 자기를 고려하면서 만나는 타자와의 공동존
재 속으로 밀어 넣는다. … 본래적 상호성은, 결의성의 본래적 자기
존재로부터 비로소 나오는 것이지, 사람들이 도모하는 일이나 세인
의 애매하고 질투로 가득찬 협정과 수다스런 친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133)

따라서 양심의 부름을 듣는 것은 타인의 말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책임을 근거로 해서 타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는 뜻이다. 말의 공동성은 양심의 부름에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적인 양상이 될 것을 요청받는다.

말, 빈 말, 양심의 부름에 대한 서술을 검토함으로써 존재와 시간

에서 말은 공동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일관성 있게 서술되어 있으며 그

공동적 특성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말의 공동적 특성은 이후에 서술될 말의 기능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제2절 세계 건설

말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소 간략하게 제시되었던 하이데

거의 세계 개념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본 논문 제3장까지의

논의에서 부족한 점은 말이 마치 인간의 내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분절된 의의가 인간의 의사소통적인 영역, 

혹은 그에 따라 인간의 내면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오해될 수 있다. 제4장 제1절의 논의에서 말이 공동적 특성임이 밝

혀졌고 이는 말이 개인의 내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한

133) 소광희 역, pp.426-7. 필자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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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장 제3절 분절을 의의의 결정으로 보는 연구 에서 언급하였듯이

하이데거에게 말에 의해 분절된 결과인 의의 전체는 현존재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세계다. 우리는 의의 전체가 어떻게 세계가 될 수 있는지 그리

고 말이 어떻게 그러한 세계를 분절하는지를 논의함으로써 제2장 제3절

에서 MacAvoy가 부딪혔던 한계를 알고 MacAvoy가 말에 관해 시도했던

설명을 진전시킬 수 있는 시점에 온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

는 말의 본질적 역할에 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1. 존재와 시간의 세계 개념

세계라는 말은 일상생활과 학문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

용된다. 하이데거는 세계라는 말의 다의성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서 자신

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세계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자들의 총체나 혹은

“수학자의 세계”134)에서 의미되는 것처럼 특정 대상들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가 현존재로서 살고 있는 그 곳”135) 이라고 제시한

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존재는 세계-내-존재로 구조 지어져 있으며 그

중 한 부분인 세계는 일반적인 통념처럼 인간과 분리된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한 구성요소로서 인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분리될

수 없는 이 세계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

적인 세계현상이라고 하이데거는 주장한다.

하이데거의 주장처럼 현존재가 이미 살고 있는 곳이 세계라면 현

존재의 일상 속에서도 그와 관련된 현상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세계에 소속되어 있

는 존재자인 도구를 통해서 세계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도구의 본질

은 ‘무엇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 도구는 ‘무엇’

에 포함되는 다른 도구와 ‘하기 위한’이라는 지시를 통해 본질적으로 연

결되어 있다. 하이데거가 사용하는 망치의 예를 들자면 망치는 본질적으

134) 원래의 번역본에서는 세계에 강조표시가 되어 있으나 본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
이 없으므로 강조를 생략하였다.

135) 원래의 번역본에서는 “살고 있는”과 “그 곳”에 강조 표시가 되어 있으나 본 논
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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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못을 박기 위한’ 것이기에 못이 없으면 망치가 될 수 없고 못은 또

그것이 고정하려는 피신처와 연결되어 있으며 고정하기 위한 것이 없으

면 본질적인 못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연결들은 전체를 이루고 있으며

한 도구는 도구전체성 안에서 본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연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이데거는 도구전체성을 구성

하고 있는 ‘하기 위한’이라는 연결을 ‘지시’라고 하면서 막연한 연결과

구분한다. 지시 관계는 도구들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만드

는 제품,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듬어지는 자연물들, 제품을 장차 착용하

게 될 이용자에게도 이어져 있다. 이러한 연결 대상에 따라서 지시의 종

류도 나누어진다. 도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을 하이데거

는 제품에는 도구의 ‘어디에[사용목표]’라는 지시가 있다고 말한다. 도구

에는 ‘어디에’로부터 도출된 ‘무엇을 가지고[도구]’라는 지시가 있다. 이

를 테면 피신처는 망치와 못의 ‘어디에’이며 망치와 못은 피신처를 만들

기 위한 ‘무엇을 가지고’인 것이다. 또 피신처가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이

유는 현존재가 그 곳에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 때 피신하는 미래의 현존

재에게는 다른 도구와 피신처의 ‘궁극목적’이라는 지시가 있다. 하이데거

에 의하면 지시는 무한히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현존재의 한 가능성을

위한 지시로 귀결되면서 끝나게 된다. 현존재의 한 가능성인 ‘궁극목적’

은 모든 지시의 정점에 있으며 다른 지시들은 그 지시에 의해 이해되고

의의 있는 것이 된다. 그 과정을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지시작용이 가진 이런 관련들의 관계성격을 우리는 유의의화 작용
(有意義化作用)이라고 파악한다. 이런 관련들과의 친숙성 속에서, 현
존재는 자기의 존재 및 존재 가능을 자기의 세계-내-존재를 고려해
서 근원적으로 이해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유의의화<한다. [현존재
의] ‘궁극목적’은 ‘하기 위한’을 유의의화하고, ‘하기 위한’은 ‘거기
에’를, ‘거기에’는 적재토록 하는 ‘어디에’를, 또 이 ‘어디에’는 적재
성의 ‘무엇을 가지고’를 유의의화 한다.”136)

이를 피신처의 예시에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136) 소광희 역,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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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37) 현존재의 생존은(궁극목적) 비바람을 피하는 행동(하기 위한)

을 의의가 있는 행동으로 만들고, 다시 말해 유의의의화 하고, 그러한 행

동은 피신처(거기에)를 제작하는 것을 유의의화 하고 이것은 못을 가지

고 피신처를 고정하는 것(어디에)을 유의의화하며 못을 박기 위해 망치

(무엇을 가지고)를 사용하는 것을 유의의화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현존

재가 생존하려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현존재의 한 존재 가능을 가리

키는 지시가 없다면 다른 모든 지시들은 의의가 없어질 것이다.

사람은 늘 일상적으로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도구는 그 사람

이 지향하는 미래의 가능성으로 인해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발

견되고 사용되게 된 것이다. 하이데거는 망치라는 도구를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단지 한 개의 도구

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 모든 것들, 즉 우리의 세

계를 구성하는 모든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이 우리의 가능성 속에서 의의

를 얻는 방식으로 인식되었으며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세계의 본질적 구조가 의의 전체라고 하고 이를 유

의의성이라고 한다.138)

주의해야할 점은 세계가 개별적 현존재의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

니라는 점이다. 세계가 의의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은 마치 세계를 개

별적 현존재의 주관적인 대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사

회 내에서 일상적인 목적을 위해 따라야 하는 지시양식은 비교적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사회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경우가 많다. 의의 전체의 형

식은 개별적 현존재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

유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산업화된 근대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사물이 복잡한 분업과

정을 거쳐 제작되고 또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제작된다. 그런 사회에서

일상적인 현존재의 존재방식은 타인들과 지시를 공유하여 서로의 작업이

일정정도 예측가능하게 될 때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다. 지시가 이러한

형식으로 타인을 향하고 타인과 공유될 수 있음은 다음과 같은 서술이

137) 예시를 적용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박찬국, p.143 참조.
138) 소광희 역, p.128.



- 67 -

보여준다.

“… 제품 속에 동시에 착용자나 이용자에 대한 지시도 숨어 있다. 

제품은 [착용자나 이용자의] 신체에 알맞게 재단되어 있으며, 그 신
체는 그 제품이 만들어질 때 그 제품 곁에 함께 >존재한다<. 한 타
스의 상품을 제작할 경우에도 이 구성적 지시는 결코 빠질 수가 없
다. 그 지시는 단지 불특정일 뿐이며 임의의 사람, 즉 통상적인 사
람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제품과 더불어 만나는 것은, 용재적 존
재자만이 아니라, 현존재라는 존재양식을 지닌 존재자이기도 하다. 

제작된 것은 현존재의 배려 속에서 그에게 용재적으로 된다. 그리
고 이와 함께 착용자나 이용자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세계는 동시에 우리의 세계이다. 그 때마다 배려되는 제품은 가
령 작업장이라는 가정적(家庭的) 세계에서만 용재적이 아니고, 공공
적 세계에서도 용재적이다.”139)

세계는 많은 경우 지구본이나 세계지도처럼 공간적인 의미로만 이

해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본이나 세계지도 안에서 정지화면처럼 존재

하지 않는다. 우리는 늘 어딘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모든 움직임

은 언제나 지시 안에서 지시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지시의 형식은 타인

과 공유될 수 있는 것이며 지시의 내용은 타인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존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곳으로서의 세계는 유의

의화 된 의의 전체라는 하이데거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적 외재주의 논쟁과 세계의 객관성

그러나 하이데거가 세계를 공유된 것으로만 파악했는지, 다시 말해

세계에 주관적인 영역이 완전히 없다고 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가능하다. 이 점을 하이데거의 의미론에 관한 논쟁이 보여준다. 

비록 그 논쟁은 언어적 의미론만 다루고 있으나 이 의미는 세계의 의의

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언어적인 의미는 세계를 이루

139) 소광희 역, pp.105-6.



- 68 -

는 의의단위를 근거로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유의의성 자체는, 자신 안에, 이해하는 현존재가 해석하는 현존
재로서 >의의<라든가 하는 것을 개시할 수 있기 위한 가능성의 존
재론적 조건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 의의는 다시 의의대로 낱말과 
언어의 가능적 존재를 기초지우고 있다.”140)

“말하면서 분절하는 가운데 분절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의의 전체
라 부른다. 이 의의 전체는 여러 의의로 분해될 수 있다. … 이해 
가능성의 의의 전체가 낱말이 되어 나타난다. 의의로부터 낱말이 
생장(生長)한다.”141)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별적 낱말들의 의미들은 세계를

이루는 의의 전체로부터 풀려나온 것이다. 따라서 언어적 의미에 개인과

사회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논의는 세계의 의의가 어떻게 결정되

는지에 관한 논의와 다르지 않다. 아래에서는 언어적 의미에 관한 하이

데거의 입장을 해석한 학자들을 통해서 하이데거의 세계가 완전히 객관

적인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할 것이다.

먼저, 하이데거가 분석적 언어철학의 의미이론들 중에 사회적 외재

주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빈 말에 관한 설명에 그 근

거를 두고 있다. 사회적 외재주의란 단어들의 의미가 화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입장으로 Wrathall은 대표적으로

Putnam과 Burge의 의견을 제시한다. Putnam은 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화

자의 의도와 지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내재주의에 반대했다. 외부상황

이 다른 경우 같은 심리적 상태가 다른 외연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또 특정 용어의 의미는 그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용어의 지시체가 화

자의 내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용어의 지시체를 더 잘 아는 타인에 의해

140) 소광희 역, p.129.
141) 소광희 역,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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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Putnam은 언어적 분업이라고 표현한다.

Burge는 Putnam의 언어적 분업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해서 용어의

지시체를 결정하는 타인이 전문가라고 제시했다. Burge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용어와 개념

의 지시체를 다른 전문가들이 결정하도록 유예(defer)할 수 있다. 의미가

타인에 의해 결정되도록 유예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타인의 도움으로 기꺼이 수정한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Wrathall에 따르면 Dreyfus와 Carman은 대화의 내용이 필연적으로

공적인 규범에 귀속된다고 함으로써 하이데거를 사회적 외재주의자처럼

해석했다. 또한 Dreyfus와 Carman은 하이데거의 빈 말을 언어적인 말의

의미가 사회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럼으로써 곧 언어적 말에 관한 이해가

피상적인 이해, 혹은 비진리가 된다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대표

적으로 Dreyfus는 언어가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적인 것이기 때

문에 일반성과 보편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특수성을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에 대한

평탄화된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Wrathall은 사회적 외재주의 자체가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

가 있다고 본다. Wrathall은 사회적 외재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예시에서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와 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나누

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Burge는 관절염 환자가 자신의 병명을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는 예로 자

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이 때 관절염 환자는 자신의 고통이 염

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염증을 ‘관절염’이라는 용어로 지칭한

다는 것도 모른다. 즉 대상과 용어에 대한 지식이 모두 부족한 사례인

것이다. Wrathall은 두 가지 지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상

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회적 외재주의자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지만, 용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Wrathall은 두 가지 경우 각각에 대한 예시를

제시한다. 먼저, 컴퓨터를 주문하면서 RAM을 추가 주문하는 경우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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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컴퓨터 사용자는 RAM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컴퓨터를

잘 작동하게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RAM이라는 대상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RAM의 지시체는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하여 결정된다. 주문을 받는 사람이 컴퓨터 사용자의 지식에 따라

“컴퓨터를 잘 작동하게 할 수 있는 아무 부품”142) 이라는 뜻으로 주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전문가가 RAM에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할 부품으

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경우는 집의 구조에 관해서는 오해

가 없지만 gable을 지붕을 가리키는 말로 착각한 경우다. 이것은 단순히

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용어를 사용하면서 점차 고쳐질 수 있

는 오류이다. 이런 화자가 gable이라고 말할 때 이 의미를 지붕으로 이해

한다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청자가 화자가 말하는 gable의 의미를 지붕으

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처럼 화자의 의도와 지식에 따라 용어의 의미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Wrathall은 사회적 외재주의만으로는 언어

현상을 모두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Wrathall은 사회적 외재주의가 하이데거의 ‘빈 말’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RAM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 외재주의자

들은 언어가 갖는 사회성 때문에 언어가 표시하는 진정한 의미가 보존된

다고 본다. 화자에게는 용어에 관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지식을 가진 사

람에 의해 의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빈 말은 언어가 사회에서

공유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이해를 잃어버릴 위험을 보여준다. Dreyfus

와 Carman은 언어의 사용이 필연적으로 피상적인 이해로 이어진다고 해

석한다.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빈 말로서 가리키는 현상은 오히려 사회적

외재주의자들이 의미 결정에 대하여 제시하는 이론에 반대되는 것이다.

Wrathall은 하이데거가 내재주의에 가깝다고 해석하는 듯하다. 하이

데거의 언어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언어의 의미는 발화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 언어의 의미는 발화되는 순간 타

인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발화하기 전부터 있었던 화자의 의도에

142) Wrathall, p.32.
“…anything that improves the performance of the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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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하이데거도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는

것처럼 서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Wrathall은 하이데거의 관심사가 내재주의나 혹

은 사회적 외재주의와 달랐음을 명시한다. Wrathall은 하이데거의 주요

관심은 화자의 의도와 외연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 하이데거가 빈 말

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말에서는 대상과 그 대상이 발견되는

상황에 대한 경험이 언어적 지식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Wrathall은 해석한다.

한 편, Lafont은 빈 말에 대한 하이데거의 설명이 그가 사회적 외

재주의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만일 개념들이 화자 각각에 의해 개별

화(individuated) 된다면 모든 화자가 근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주

장이 된다. 그렇다면 근원적 이해와 평균적 이해에 구분이 없을 것이고

개념의 의미가 사람들마다 달라져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

나 Lafont에 의하면 하이데거는 사람들이 같은 의미를 평균적인 이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동시에 평균적 이해와 근원적

이해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 즉 전문가가

의미를 결정한다고 본다. 개념이 화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

내에 근원적 이해를 가진 전문가들의 영향을 받아 개별화 되며 한 개념

의 같은 의미를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하이데거는

사회적 외재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Wrathall과 Lafont의 해석 각각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사회적 외재주의자였는지 여부에 관해서 본 논문은

Wrathall의 의견을 지지한다. 하이데거의 주된 관심은 내재주의와 외재주

의 논쟁에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말과 빈 말에

관한 그의 설명은 사회적 외재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Lafont

은 하이데거가 빈 말에서 평균적인 이해를 통해 동일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는 것과 근원적 이해와 평균적 이해를 구별한다는 것

을 근거로 하이데거가 사회적 외재주의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rathall이 이야기하듯이 사회적 외재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말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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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이데거

의 빈 말에서는 근원적인 이해에 따라 언어의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평균적인 이해에 따른 의미가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이데거가 사회적 외재주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Wrathall이 암시하듯이 하이데거는 내재주의자에 가까운가? Lafont역시

하이데거가 사회적 외재주의인 동시에, 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지시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의

미론적 내재주의자(semantic internalist)라고 본다. 그러나 본 논문의 대답

은 그렇게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에게 의미가 화자의 의도와 타인의 지식 중에 어떤 것에

의해 결정되느냐고 묻는다면, “놀랍지 않게도” 둘 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하이데거에게서 말은 공동적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이데거의 의미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립은 고립된 개인으로서

의 화자와 타인사이의 대립이 아니다. 근원적 이해를 가진 화자가 포함

된 대화와 이 말이 기존 대화의 화자들이 사라지고 기존의 맥락과 분리

된 곳에서 퍼뜨려 말해지고 뒤따라 말해짐으로써 일어나는 대화사이의

대립, 즉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대화 사이의 대립이다. 하이데거는 전자의

대화에서 드러나고 결정되는 의미가 근원적이라고 보고 후자의 대화에서

전달되는 의미는 근원적이지는 않은 평균적 이해에 있는 의미라고 본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 중 하나의 의미만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진정

으로 말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두 가지 의미 모두가 말을

구성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은 빈 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das Geredete)’143)이 부각되고 화젯거리가 피상적으로만 이해된다는 서술

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평균적인 이해가능성은 … 언어 속에 이미 놓여 있으나, … 듣는 자
는 ‘말의 대상’[화젯거리]에 대해 근원적으로 이해하는 존재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사람들은 언급되는 존재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채, ‘이야기되고 있는 것’ 그것만을 듣는다. 후자는 이해되지만, 전

143) 원어로는 말의 구성계기들 중에서 ‘말해진 내용 자체’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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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재자]는 대충 표면적 이해로 그친다.”144)

빈 말에 관한 하이데거의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말의 구성계기인

“말의 화젯거리(말해지는 것), 말해진 내용 자체, 전달 및 표명”145) 중에

서 ‘화젯거리’는 근원적 이해를 가진 화자들에 의해 결정된 의미이고 ‘말

해진 내용 자체(das Geredete)’는 표현의 외양임과 동시에 근원적 이해를

가진 화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공의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이해되고 결정되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비록 하이데거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화젯거리’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없음을 주

장하지는 않는다. 이를 화자와 사회라는 범주에 맞추어 표현하자면 하이

데거는 화자에 의해 결정되는 의미와 사회에 의해 결정되는 의미가 언어

에 공존한다고 본다.

그런데 언어의 의미에 관한 이런 논의를 세계 구조에 적용해본다

면 하이데거의 세계는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객관적

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세계를 건설하는 말의 기능

이 발휘되는 과정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말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

존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두 가지 말을 통한 세계의 건설과정

본 논문은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말이 의의가 객관적인 것으로 결

정되기 위해 화자와 타인 사이에 일어나는 협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협상과정을 거쳐 결정된 의의 전체가 세계의 구조이기 때문에 말은 세계

를 구성하는 단위에 관해 협상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말의 역할은 존재와 시간에서 단어의 변화를 통

해 뒷받침될 수 있다. 앞서 ‘궁극목적’으로부터 각 지시가 어떻게 유의의

화 되는지에 관한 인용문에서 유의의화작용으로 번역된 단어는 ‘의미하

다’, ‘중요하다’ 등의 뜻을 가진 bedeuten이다. 번역문과 원문은 다음과

같다.

144) 소광희 역, p.244.
145) 소광희 역,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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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작용이 가진 이런 관련들의 관계성격을 우리는 유의의화 작용
(有意義化作用)이라고 파악한다. 이런 관련들과의 친숙성 속에서, 현
존재는 자기의 존재 및 존재 가능을 자기의 세계-내-존재를 고려해
서 근원적으로 이해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유의의화<한다. … ‘궁극
목적’은 ‘하기 위한’을 유의의화하고, ‘하기 위한’은 ‘거기에’를, ‘거
기에’는 적재토록 하는 ‘어디에’를, 또 이 ‘어디에’는 적재성의 ‘무
엇을 가지고’를 유의의화 한다.”146)

“Den Bezugscharakter dieser Bezüge des Verweisens fassen wir als 

be-deuten. In der Vertrautheit mit diesen Bezügen »bedeutet« das Dasein 

ihm selbst, … Das Worumwillen bedeutet ein Um-zu, dieses ein Dazu, 

dieses ein Wobei des Bewendenlassens, dieses ein Womit der 

Bewandtnis.”147)

이렇게 동사로 표시되던 유의의화작용은 말의 분절이 의의 전체를

만든다는 제34절의 서술에서는 명사 Bedeutung으로 표현된다. 

“말하면서 분절하는 가운데 분절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의의 전체
라 부른다. 이 의의 전체는 여러 의의로 분해될 수 있다.”148)

“Das in der redenden Artikulation Gegliederte als solches nennen wir das 

Bedeutungsganze. Dieses kann in Bedeutungen aufgelöst werden.”149)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미묘한 단어의 변화는 움직이고 있던 의

의가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제2장 제3절에서

제시되었듯이 분절이 의의를 움직이지 않게, 다시 말해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 중에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결정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분절로 결정되는 의의는 단지 언어적인

146) 소광희 역, p.128.
147) Heidegger, 2006, p.87. 앞쪽 기울임 강조와 괄호 강조는 본문강조, 마지막 기울
임 강조는 필자강조.

148) 소광희 역, p.235. 필자강조.
149) Heidegger, 2006, p.161. 필자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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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50) 제2장 제1절에서도 간략하게 제시되었지만, 우리는 궁극목적으

로부터 유의의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인용문에 따라 하이데거

의 ‘의의’가 일차적으로는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서’의 의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의는 어떤 존재자나 행동이 현

존재의 가능성이라는 목적과 갖는 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망치는 의

의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못을 박기 위한 도구, 피

신처를 만들기 위한 도구, 현존재의 생존을 위한 도구 등으로 그 의의가

파악될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을 기초로 우리는 하이데거가 일견 수단

적으로 보이지 않는 언어적 표현들의 다양한 의미도 일차적으로는 수단

적인 의의에서 파생되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존재의 한 가능

성이 유의의화 하고 있고 의식되지는 않지만 그 유의의화를 통해 방향

잡혀 있고 계획된 상태에 있던 일련의 수단적인 의의단위들은 언어활동

을 포함한 현존재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 하나씩 최종적인 의의로 결정되

고 공유된 세계를 구성하게 된다.

협상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의의는 그것으로 사라지는 것

이 아니라 이후의 의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하이데거

가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말을 두 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고 그

상태에 따라 말의 기능도 두 가지 다른 차원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두 가지 상태는 제2장 제2절에서 Dreyfus의 설명을 통해 제

시되었다. 한 가지는 활동적 말로서, 개별적 현존재들이 각자의 가능성

안에서 유의의화한대로 지시를 따르는 실천과정에서 아직은 개별적 현존

재의 기투에만 존재하는 의의들을 타인들과 공유된다는 의미에서 객관화

시키기 위해 타인들과 협상하는 말이다. 이 말이 현존재들의 현재적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아직 그 말이 고정되지 않았고 타인들과 공유하

는 의의 전체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활동적 말이라

고 한다. 활동적 말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도적, 비의도적 활동을 통해

모두 가능한데, 비의도적 활동을 통해서도 일종의 협상과정이 일어날 수

150) 박서현도 말이 세계의 개시성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박서현, p.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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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이유는 하이데거가 제시하듯이 우리가 이미 타인들과 공유된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활동적 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미 객관화되어 타인들

과 공유하고 있는 의의 전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상태의 말

인 구조적 말이다. 협상과정을 거쳐 활동적 말의 결과물이 된 의의

(Bedeutung)는 다시 협상이 되기 전까지는 고정되어 그 의의와 관련된 사

람들의 행동양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미 의의가 결정되

어있고 질서 잡혀 있어서 대부분의 개별적 현존재가 우선은 “승인”151) 

혹은 “순종”152)방식으로 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현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이전에 살아온 타인들에 의해 결정된 의의 속에 있게 되며 그 안에서 활

동적 말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적 말은 구조적 말을 드러내기도 하고 수

정하기도 한다.

활동적 말과 구조적 말의 구분을 통해 제2장 제2절에서 제시된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제2장 제2절에서는 하이데거가 “말은 정항성 및

이해와 함께 실존론적으로 등근원적이다.”153)라는 표현으로 말을 심정성, 

이해와 등근원적인 것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 문

제에 관해 하이데거의 서술이 일견 혼란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음을 제

시하였다. 실제로 하이데거는 “말함과 들음의 근거는 이해에 있다”154)라

고 하면서 이해가 더 근원적이라는 듯이 서술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심정성과 이해는 등근원적으로 말에 의해 규정된다.”155)라고 하면서 마

치 말이 심정성과 이해보다 더 근원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서술하기도

한다. 우리가 수행했던 구분에 따르면 이해함에 근거하고 있는 말함과

들음은 활동적 말을 가리킨다. 그리고 심정성과 이해를 규정하는 말은

이미 결정되어 현존재가 자신의 기분과 가능성의 범위를 선행적으로 규

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말이다. 이러한 말이 동시

에 심정성, 이해와 등근원적일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의의가 받아들여

151) 소광희 역, p.236.
152) 소광희 역, p.238.
153) 소광희 역, p.234. 원어로 정항성은 Befindlichkeit로 표기되며 심정성과 같다.
154) 소광희 역, p.239.
155) 소광희 역,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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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결정되는 과정이 어떤 시점에서 완료되고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현

존재가 존재하는 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서 심정성, 이해와 상호

영향을 받으며 현존재의 존재방식을 규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두 가지 말의 구분은 또한 말이 학습을 포함한다는 Wrathall과

Andrus의 설명을 분절이 의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본 논문의 주장과 일

관성 있게 이해하게 해준다. Wrathall은 말의 분절이 사물, 사람들과 관련

되는 활동(engage)안에서 의의를 배우고 명시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제

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의에 맞추어 말을 conversation으로 번역하고

그 번역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로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후이넘

과 같이 지낸다는 의미로 convers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또 제작자가 작업장에서 사물들과 교류하면서. 즉 Wrathall의 정의

에 따르면 말하면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로 작업을 위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존재자들에 맞추어 수정된다고 제시했다. 

Andrus는 말의 분절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말을 통해 무엇이 의의가 있는

지 배우게 된다고 하면서 도제가 줄톱의 의의를 배우는 예를 들었다. 

Wrathall과 Andrus의 이러한 설명은 모두 말이 학습을 포함한다는 해석을

보여준다. 말의 분절은 의의를 결정하는데 활동적 말을 통한 방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의가 결정된 구조적 말을 받아들이면서 결

정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Wrathall과 Andrus가 보여주는 학습으로서의

말이라 할 수 있다.

Wrathall은 이해와 해석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제

시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예시가 말을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본

다.

“내가 세계 안에서 대상, 활동, 맥락, 정체성에 관한 나의 이해에 
기초해서 행동할 때, 내 행동은 이 세계 내부적인 모든 것들이 어
떻게 배열될 것이며(line up) 어떻게 나의 이해가 그것들이 유의의
화의 전체성 안에 있는 방식의 현실화(actualization)를 통해 표현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내가 교실에서 칠판에 표를 그릴 때 
나의 행동은 그저 의사소통적이기만 한 행동이 아니다. 그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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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세계를 교수자로서 해석하는 행동이
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 행동은 의사소통적 의도를 넘어 내 주위의 
세계를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미래”의 정체성의 실현(realization)을 
향한다.”156)

위의 예시에서 덧붙여 설명을 하면, 위 예시에서 ‘나’는 현재도 교

수로 있고 미래에도 교수로 있을 가능성으로부터 나를 이해한다. 그 가

능성으로부터 학교가 유의의화되고 강의가 유의의화되고 강의에 필요한

도구들이 유의의화된다. 나는 이미 유의의화된 도구들을 그것이 지시로

연결된 방식을 통해 사용함으로써 공공의 세계가 특정한 형태로 질서 지

워지는 것에 기여한다. 학교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 그것

은 학교와 강의가 ‘나’와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의의를 명시하

고 결정한다. 그리고 ‘나’의 미래의 가능성으로부터 유의의화되고 미리

방향이 잡혀있는 의의 전체를 부분적으로 실현한다.

이것은 마치 ‘나’ 혼자서 이루는 작업 같지만 작업 과정에서 일종

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와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이 어떻게 언어

적인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의 세계 안에서 그 강의가 갖게

되는 의의는 달라질 수 있다. 참여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학기에는 그 강의가 참여자들과 학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필요가 없다고 받아들여져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과 학교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필요가 드러난다면

156) Wrathall, p.36
“When I act in the world on the basis of my understanding of objects,
activities, contexts, and identities, my action both decides for me how all
those worldly things will line up with one another, and expresses an
understanding of those things and activities and contexts and identities by
actualizing the way in which they stand in a totality of significance. Thus,
when I draw a chart on a chalkboard in a classroom, the action is not just a
communicative action; it is also an action in which I interpret myself and the
world around me in a teacherly way. In this way, the action looks beyond the
communicative intention toward a ”future“ realization of an identity through
which I interpret the world around me in terms of my being a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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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강의가 생길수도 있다.

그리고 강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적인 말은 이미 구조 지워진

의의 전체 안에서 가능하다.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가능성

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에 학교라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합의하게 되었

기 때문에 학교는 여러 가능성들 안에서 유의의화되어 존재할 수 있었고

협상의 결과물로서 고정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 학교의 건물들과 그 안

의 강의실들과 강의실 안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이 결정되었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개인들의 가능성이 달라짐에 따라 고도의 기술이 도입되었

다. 더 큰 사회에서 연결된 의의 전체에 따라 졸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어떤 강의가 수강되어야 할지가 결정되었다. 많은 교수자들과 학생들이

그 구조에 합의하거나 재협상을 함으로써 지금의 학교와 강의가 유지되

어 온 것이며 한 강의가 사라지거나 생기게 하는 작은 규모의 활동적 말

은 이러한 더 큰 규모의 구조적 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구조적 말은 우선은 고정되어 현존재가 무엇을 의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명시해주고 또한 활동적 말을 구성하는 방식과 형식

을 제공한다. 「제3장 제2절 3. 양심 외(外) 비의도적 분절의 가능성」에

서 위너가 ‘기술적 생산물’로 가리켰던 사물들은 많은 경우 구조적인 말

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너가 기술적 생산물들이 세계의 질서

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은 구조적 말에 관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우리가 ‘기술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방
법이다. 일상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많은 기술 장치들과 시스템들
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행위에 질서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
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특정한 의도가 있건 없건, 사회는 기
술을 위한 구조를 선택한다. 이는 해당 기술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터로 가고, 소통하고, 여행하고, 소비하는 등의 행위에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57)

현존재가 한 가능성을 향한 자신의 행동 과정을 어떻게 구체적으

157) 위너,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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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하고 유의의화할지는 전적으로 현존재의 방향성에만 의존하는 것

이 아니라 구조적 말의 영향을 받는다. 의의 전체를 결정하기 위해 구조

적 말과 일종의 협상과정을 겪는 것이다. 비바람을 피하겠다는 현존재의

가능성 안에서도 이미 제작된 피신처가 있다면 망치와 못을 비롯해 새로

운 피신처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유의의화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피신처를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해도 피신처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는 주어진 교통수단과 유통수단을 기초로 더 용이하게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선택될 것이고 주어진 도구들을 사용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피

신처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도구 제작의 구체적인 과정이 기획될 것

이며 그렇게 접근 가능한 것이 공동의 세계에서 의의 있는 것으로 결정

될 것이다. 기술적 생산물 외의 구조적 말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준다. 피

신처를 만드는 기술자체가 어느 정도로 발달해 있으며 전수될 수 있을지

에 따라서도 작업과정이 달라질 것이다. 피신처를 만들기 위해 타인과

대화하는 방식이 그 때까지 발달된 언어의 문법과 단어의 의미에 의해

상당부분 규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위에 서술된 예시들에서 나타나는 학교의 변화과정이 보여

주듯이 구조적 말도 활동적 말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달리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수단을 다르게 발견함으로써 활동적 말을 통해 재협상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그 의의가 결정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구조적 말이

활동적 말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다.

“… 근대사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기술들이 인
간행위의 보조기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와 행위의 의미
를 새로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변한 것은 생산성 향상만이 아니다. 

로봇의 도입으로 생산과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그러한 환
경에서는 ‘일한다’는 말의 의미도 다시 정의된다. 복잡한 새 기술이
나 기구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면, 의사가 하는 일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 병, 의료행위 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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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게 된다.”158)

이 서술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는 현존재의 활동을 통해서 구조

화 되어 있던 현존재의 행동양식과 언어의 의미가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활동적 말을 통한 구조적 말의 변화는 언어활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이데거가 후기에 시인 횔덜린의 시를 자신의 철학적 작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존재와 시간에도 시에 관한 언

급을 볼 수 있다. 시가 다른 언어활동과 다른 점은 기존에 구조화 되어

있던 단어의 의미와 문법을 변용함으로써 이전의 의미와 문법으로는 전

달할 수 없었던 고유한 사태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를

짓는 것은 활동적 말을 통해 구조적 말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기도 하

다.

Aler의 연구는 존재와 시간에서도 시를 짓는 것과 유사한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로 하이데거는 우리가 보통 인

간이라는 단어로 가리키는 존재자를 현존재라고 하는 등 어떤 대상에 대

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거부하고 자신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

이 있다. 두 번째로 공포와 불안처럼 일상에서는 동의어로 사용되는 용

어들을 각각 특유한 의미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세 번째로 하이데거는

용재자로 번역되는 Zuhandenheit처럼 접두사나 접미사를 사용해 새 단어

를 만들어낸다. 네 번째로 하이데거는 기존에 쓰이던 단어를 다른 의미

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Entfernung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거리를 가

리키는데 하이데거는 이 단어를 거리를 없앤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Aler는 하이데거의 이러한 언어적인 작업이 전통에 종속되지 않는

능동성과 자유를 보여주지만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도 접두어를 사용하

는 등 언어적 규칙에서 벗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자의적이지는 않다고 본

다. 오히려 자신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스어 어원을 떠올리게 하고

어원을 강조하는 것, 자신의 철학적 발견을 어원을 통해 증명하는 것 등

을 볼 때 하이데거의 언어적 작업은 자의적인 언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158) 위너,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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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는 전통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라고 평가한다. 전통을 배제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감으로써 현대의 퇴보를 만회하려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 논문이 주목하는 점은 하이데거가 활동적인 말을

통해서 현대의 구조적인 말의 변경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하이데거는 마

치 시에서 고유한 사태를 드러낼 때처럼 자신의 고유한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말을 사용했다. 그럼으로써 독자들의 생각에 구조적 말로

자리 잡고 있던 의의들을 변경시키려고 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말이 타인들의 개시성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공동의 세계건설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미 제4

장 제1절에서 설명된 것처럼 말은 ‘전달’이라는 구성요소를 통해 개시성

을 공유하게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실존론적으로 파악된 전달에서, 이해하고 있는 상호존재의 분절화
가 구성된다. 그런 전달이 공동의 심정성과 공동존재의 이해내용을 
>나누<는 것이다. … 심정성의 실존론적 제 가능성의 전달, 즉 실존
의 개시는 >시를 짓는< 말의 고유한 목표가 될 수 있다.”159)

이렇게 존재와 시간의 서술방식에서도 드러나듯이 현존재는 말

을 통해 타인과 의의를 공유하기도 하고 타인이 제시한 의의를 변경하기

도 한다. 구조적 말과 활동적 말을 통해 현존재는 이전 시대, 동시대의

타인들과 협상과정을 거쳐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세계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159) 소광희 역, pp.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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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제1절 말의 개시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말(Rede)은 현존재가 언어적, 비언어적, 

의도적, 비의도적 활동을 통하여 타인과 함께 의의를 명시하고 협상하고

결정함으로써 객관적 세계의 구조를 건설해나가는 존재방식이다. 말이

비교적 명확한 규정을 획득하게 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비로소 모두 답할 수 있게 된다. 말이 개시성의 한 구성계기로서

현존재에게 세계와 자기 자신을 개시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말을 통한 개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일어난다. 가장 선행적인

단계의 개시는 명확한 의식보다 선행적인 인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

는 심정성, 이해, 양심의 부름에서 현존재에게 전인식적이고 전의도적으

로 인지되는 개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인식적’이라는 말에서

인식은 의식에 명확하게 떠오르는 종류의 인식을 가리킨다. 세계와 현존

재 자신은 구조적 말 안에 있는 결정된 의의로서, 그리고 비의도적 행동

까지 포함하는 자신과 타인의 말을 통해 결정되고 있는 의의로서 전인식

적, 전의도적으로 개시되어 있다.

다음 단계의 개시는 구조적 말과 활동적 말을 포함한 타인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빈 말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우선 공공성을 형성하고 있는 타인의 말을 들음으로써 세계의 의의 전체

를 파악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가늠하게 된다. 우리는 구조적 말이 현존

재에게 학습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 우리는 언어가 타인의 말을 통

해서만 습득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세계에 대한 관점과 그 안에서

의 행동양식도 먼저는 타인을 통해 학습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

다. 제4장 제2절 3.에서도 제시되었듯이 하이데거는 말의 전달이라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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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통해서 개시성이 나누어진다고 설명한다.

“실존론적으로 파악된 전달에서, 이해하고 있는 상호존재의 분절화
가 구성된다. 그런 전달이 공동의 심정성과 공동존재의 이해내용을 
>나누<는 것이다.”160)

또 하이데거는 빈 말에서 타인의 말이 선행적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언표된 말 속에는 그 때마다 이미 이해된 내용과 해석이 들어 있
다. 이미 언표된 것으로서의 언어는 현존재의 이해내용이 ‘해석되
어 있다’는 성격이 숨어 있다. 이 ‘피해석성’(被解釋性)은, 언어와 마
찬가지로, 단지 전재적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존재는 그 자체 
현존재적이다. 현존재는 우선 그리고 어느 한계내에서는 부단히 이 
‘피해석성’에 맡겨져 있어서 이것이 평균적 이해와 거기에 속하는 
심정성의 제 가능성을 규제하고 공급한다.”161)

 “현존재는 우선 일상적 피해석성 속으로 성장해 가지만, 또한 거
기로부터 결코 탈출할 수도 없다.”162)

위 인용문들을 통해 현존재가 언어를 처음 습득하거나 혹은 언어

를 통해 몰랐던 정보를 얻게 되는 과정에서 타인의 말 속에 들어 있는

피해석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타인의 말이 현존재의 평균적

이해를 선행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의 개시는 양심의 부름을 들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양심

의 부름은 타인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던 현존재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

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책임에 대한 인지는 현존재를 타인과 분리시키지

는 않지만, 현존재에게 기존의 가능성과는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한다. 

새로운 가능성으로부터 새로운 이해, 새로운 유의의화, 그럼으로써 형성

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현존재에게 개시하는 것이다. 이것의 시작점

160) 소광희 역, p.236.
161) 소광희 역, pp.243-4.
162) 소광희 역,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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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가능성의 개시를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렇다면 불러냄을 [자기의 내면의 소리로서] 올바로 듣는 것은, 

과거의 가장 독자적 존재 가능에 있어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 즉 
가장 독자적 본래적으로 ‘책임 있게 될 수 있음’을 향해 자기를 기
투하는 것과 같다. … 현존재는 부름을 이해하면서 자기의 가장 독
자적 실존 가능성에 청종(聽從)한다.”163)

하이데거는 양심의 부름을 들음으로써 나타나는 기투를 결의성이

라고 하고 이 결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양심에 의해 현존재 속에서 증거된 본래적이고 두드러진 
개시성―가장 독자적 책임존재를 향해 말없이 불안에 대비하는 자
기기투―을 우리는 결의성이라 부른다. 결의성은 현존재의 개시성의 
한 두드러진 양상이다. … 결의성이라는 현상이 제출되고 추천된 여
러 가능성 가운데서 어떤 하나를 취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현상에 대한 완전한 오해일 것이다. 결의
야말로 그때그때의 현실적 가능성들을 처음으로 개시하면서 기투
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164)

말은 가장 선행적인 전의식적 인지로부터 시작해서 타인의 말을

듣고 양심의 부름을 듣는 방식으로 현존재에게 자기 자신과 세계를 개시

한다.

제2절 언어, 인간, 세계

그런데 말과 그 개시성에 관한 본 연구의 결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하이데거의 말이 국가별 언어들의 구별이나 표

현양식의 구별이 없는 인류공통의 근원적인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며 따

라서 말 개념에 관한 연구는 그 근원적인 언어의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163) 소광희 역, p.412.
164) 소광희 역, pp.425-7. 본문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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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기대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말 개념을 통해 드러난 하이데거의

언어철학이 기존 언어 연구에 줄 수 있는 새로운 통찰이 무엇인지 조명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경우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답하는 과정에

서 말 개념에 있는 철학사적 의의가 언어철학사적 특징과 함의를 중심으

로 드러날 것이다.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갖는 기대는 고대 그리스인들

이 언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다음의 생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리스 인들은 언어의 배후에는 사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공유
하는, 오염되지 않은 보편적 이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렇게 깊은 곳에 놓여 있는 (이성의) 광휘에 표현을 부여하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로 표현되든 언어로 표현된 일
련의 사고는 의미의 상실 없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고 생각
했다.”165)

근원적인 언어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이데거의 말이란, 위 인용문

에서 “오염되지 않은 보편적 이성”과 같은 언어의 원형이며 그로부터 개

별적인 언어가 파생된다는 의미에서 말이 언어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따르면 말은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일상적인

경험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미 제시된 것처럼 말은 현

존재의 존재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심정성과 이해처럼 현존재가 존

재하는 한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존재가 일상 속에서 비본래

적으로 실존할 때는 빈 말이라는 양상으로, 본래적으로 실존하기 위해서

는 양심의 부름이라는 양상으로 말은 언제나 현존재에게 구체적인 양상

으로 경험되고 있다. 따라서 말은 위 인용문의 “오염되지 않은 보편적

이성”처럼 현존재의 활동과 분리된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현존재의 구

체적인 활동방식, 더 정확하게는 존재방식과 현존재가 발견하고 유의의

화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에게 있는 의미적 측면을 가리킨다는 것이 본

165) S. 체이스, “『언어, 사고 그리고 실재』의 추천인 서문”, 신현정 역, 나남,
2010, p.15. 게오르크 W, 베르트람, 언어, 의미 그리고 철학, 정대성 역, 서울:
(주)박이정, 2015. p.5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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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장이다.

두 번째 문제는 게오르크 W. 베르트람이 언어, 의미 그리고 철학

에서 제시하는 언어 철학의 근본 문제들과 언어 철학사를 근거로 간략

하게나마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 베르트람은 20세기에 언어적 전회와

함께 시작된 분석철학 전통의 언어철학을 좁은 의미의 언어철학으로 규

정한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언어철학도 포함하여 고대부터 철학사 안에

서 이루어진 언어에 대한 숙고들을 넓은 의미의 언어철학으로 규정하고

넓은 의미의 언어철학에서 나타난 주요한 입장들을 차례로 설명한다.

베르트람에 의하면 언어철학의 물음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접

근되어 왔다. 첫째는 언어의 근원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접근하는 방향

으로서 언어라는 존재의 근거를 묻는 형이상학적인 방식 혹은 언어가 발

생할 때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묻는 역사적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둘

째는 언어적 표현들의 의미가 성립하는 지점을 묻는 것이다. 셋째는 언

어적 표현들과 세계의 요소들의 관계를 묻는 것이다. 넷째는 언어적 표

현들의 의미와 화자의 정신적인 상태의 관계를 묻는 것이다. 그리고 위

네 가지 물음만큼 근본적인 물음은 아니지만 이에 더하여, 인간에게 언

어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물음도 한 가지 중요한 문제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의 말 개념을 통해 위

다섯 가지 문제에 모두 답하고 있다. 그 답변의 깊이를 정당하게 평가하

기 위해서는 하이데거가 염두하고 있었을 만한 이전의 답변과 비교하여

검토해야 한다. 하이데거가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고대철

학에 관련된 강의를 열었던 것과 존재와 시간에서도 그리스어의 어원

으로부터 자신의 현상학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고 진술, 진리 등 자신이

말하려는 현상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발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 차례 설명하는 것을 볼 때, 하이데거는 고대철학에 큰 관심을 가지

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철학의 시원으로서 권위를 부여했다. 따라서 언어

철학적인 면에서도 고대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하이데거의 스승인 후설이 논리학자 프레게의 영향으로 심리

주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이데거가 후설의 저서 중에서도 심리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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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난 후 처음 쓴 저작으로 심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Logische Untersuhungen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또 하이데거

가 프레게와 다른 의미에서이긴 하지만 Sinn과 Bedeutung을 나누어 제시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프레게의 언어철학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먼저 프레게의 언어철학과 관련하여 하이데거가 네

가지 언어철학적 물음에 어떤 주장을 제시하는지 보여줄 것이며 다음으

로 이것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철학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보

여줄 것이다. 

프레게의 언어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로크의 언어철학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로크는 언어철학의 문제들 중에 의미의 성

립과 관련된 문제 및 화자의 심리와 의미의 연관을 묻는 문제, 두 가지

에 답하고 있다. 로크는 화자의 정신 속에 있는 표상을 재현한 것이 언

어적 표현이며 따라서 그 표상들이 언어적 표현의 의미라고 주장했다. 

베르트람은 이를 “의미론적 심리주의”라고 한다. 또한 로크는 개별적인

언어적 표현들은 모두 각각 개별적인 표상들의 이름처럼 기능한다고 주

장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언어적 표현들의 의미가 각각 대리하는

표상과만 관련되며 표현들 사이의 연관관계는 의미 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르트람은 이를 “의미론적 원자론”이라고 한다.

프레게가 로크에 대해 직접 반론을 제기했던 것은 아니다. 프레게

는 논리법칙도 심리학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던 존 스튜어트 밀을 주요한

논의의 상대로 삼았다. 그러나 프레게의 이론은 로크의 “의미론적 심리

주의”와 “의미론적 원자론”이 갖는 한계를 드러낸다. “의미론적 심리주

의”에 따르면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표상이다. 

그러나 프레게는 표현에 들어맞는 세계 속의 대상이 의미라고 주장한다.  

베르트람은 의미에 관한 프레게의 입장을 “언어적 의미의 세계지향적 이

해”라고 한다.

또한 “의미론적 원자론”에 따르면 개별적인 단어들은 문장을 이루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기 이미 대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언어적 표현의 실제 쓰임을 생각해 보면 한 단어만으로는 의미를 전달하



- 89 -

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베르트람은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로크는 중요한 문제가 ‘소크라테스’나 ‘말’과 같은 개별낱말들임을 
전제한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상대방 앞에 서서 ‘소크라테스’라고 말
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는 아마도 어리둥절해서 물을 것이다. “뭐라
고요? 소크라테스 … ?” 혹은 내가 ‘말’이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이때 예를 들어 교수~학습 상황 가운데서 어떤 대상을 손으로 
가리키지 않고 그저 ‘말’이라고만 말한다면, 나의 상대자는 모든 상
황을 고려하여 나에게 물을 것이다. “뭐라고요? 말 … ?” 우리는 이 
예들에서 언어적 표현들이 대개 고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
을 알게 된다.”166)

위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어적 표현들은 개별적으로 사용

될 때는 의미를 갖기 어렵고 문장의 맥락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베르트

람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개별 언어적 표현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때 문장의 의미에서 기여하고

있었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67) 프레게는 이러한 의미

이론을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개별적 표현이 다른 표현들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론적 원자론과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베르트람은 프레게가 발견한 원리를 “맥락원리”라고 한다. 프레게

는 “언어적 의미의 세계지향적 이해”와 “맥락원리”를 통해서 언어철학의

근본 물음들 중에 의미의 성립에 관한 물음, 언어와 세계의 관계에 관한

물음에 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존재와 시간 말 개념에 드러나 있는 하이데거의 언어철학에 대

해서 베르트람은 말(Rede)을 언어적인 표현으로 간주한다는 것 외에는

대체로 건전한 해석을 제시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프레게의 이론과

갖는 연관성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존재와 시간
의 언어철학은 프레게에게 영향을 받았고 프레게를 의식하면서 쓰였다고

166) 게오르크 W. 베르트람, 언어, 의미 그리고 철학, 정대성 역, 서울:(주)박이정,
2015. p.85.

167) 베르트람, pp.8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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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도 무리가 없다. 하이데거는 “언어철학적 심리주의”와 “의미론적

원자론”에 대립적이라는 큰 틀에서는 프레게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그 표현에 들어맞는 세계 속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는 점, 특정한 맥락 안에서 의미가 발생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도 프레

게와 유사하다.168) 한 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이 의미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서는 의견을 달리

한다. 마치 같은 주제의 서로 다른 변주와 같은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다른 선대의 철학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

각했듯이 프레게의 이론을 자신이 완성시켜준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

다.

베르트람에 따르면 프레게는 문장의 맥락에서 개별적인 표현이 의

미를 획득한다고 생각했다. 하이데거도 특정한 맥락 속에서 개별적인 의

미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론적 원자론”에 대립적이다. 하

지만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맥락은 언어적이거나 기호적이라기보다는 일

차적으로 실천적인169) 의의 전체의 맥락이며, 그 속에서 한 언어적 표현

이 아니라 개별적 존재자가 의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본론에서

논의하였듯이 하이데거는 언어적, 기호적 표현이 실천적 유의의화에 근

거해서 형성된다고 보았다.170)

또한 하이데거도 프레게처럼 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세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베르트람이

로크의 심적 표상에 대립된다는 의미에서 프레게의 이론을 “세계지향적”

이라고 설명한 것을 고려할 때, 프레게의 세계는 주관과 독립적으로 존

재하는 존재자들, 곧 수학적 대상처럼 추상적인 존재자들을 포함한 객관

적 존재자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레게적 세계 내부에 있는

168) 의의(Bedeutung)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의의가 구체적인 의미
를 가리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제2장 제3절 참조.

169) “실천적”이라는 말은 “실존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호
함을 피하고 언어적, 기호적인 맥락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부각시키기 위해 선택
되었다. 그러나 의의 전체가 의식적, 의도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현존재의
존재함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실존적” 혹은 “존재적” 이라는 표현
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170) 본 논문 p.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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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들은 언어적 표현의 지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만 의미와 관련을

가지며 그 자체로는 의미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의미와 독립

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인간과 인간의 언어와 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은 그것들이 존재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세계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파악된 것과 같이 하이데거의 세계는 현존재

의 기획투사에 의해 유의의화된 의의 전체로서 세계 내부에 있는 존재자

들은 현존재의 유의의화작용에 의존하여 존재하며 따라서 모두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이미 세계 내부

적 존재자들에게 있는 의의가 언어로 드러난 것이다. 프레게에게 의미는

일차적으로 언어적 표현과 존재자들의 대응관계인데 반해 하이데거에게

의의로 불리는 의미는 일차적으로 존재자들이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근

거이며 이차적으로 언어적 표현과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하이데거와 프레게가 언어철학

의 첫 번째 근본 물음에 대해 다른 답변을 제시하려했기 때문이다. 프레

게가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수학적 표현, 논리학적 표현에 관심을 두

고 언어철학을 전개했던 것과 달리 하이데거는 매우 빠르게 변하는 일상

언어에 관심을 두었다. 이 때문에 하이데거는 프레게가 상대적으로 중요

하게 여기지 않았던 언어의 변화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

기원을 찾으려 했다. 필자는 하이데거의 이러한 시도가 언어 현상을 더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 방향이라고 본다. 언어의 본성중 하나

는 경험적,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바 영원히 같은 형태와 구조를 갖

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해 왔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변

화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언어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

다.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결국 철학적 연구는, 언어 일반에는 어떤 존재양식이 속하는가를 
한 번은 물어 볼 결의를 해야 한다. … 언어가 >죽을< 수 있다는 것
은 언어 존재의 어떤 양식인가? 한 언어가 생장하고 궤멸한다는 것
은 존재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언어학이라는 것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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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는 있으나, 그 언어학이 주제로 삼고 있는 존재자의 존재는 캄
캄하다.”171)

하이데거는 언어가 본 절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인간이

공유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편적 이성이나 신적인 기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본능에 완전히 종

속되지 않고 자신의 존재에 물음을 던지며, 자신의 세계-내-존재를 미래

의 궁극목적으로부터 유의의화하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타인과 함께

형성해나갈 수 있는 현존재의 특유한 존재방식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도 타인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인 세계를 확정해

나가는 측면을 말 개념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입장은 큰 틀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이데거는 언어

의 기원에 대해 대립하는 고대의 형이상학적 입장들 중에 하나를 따르고

있다. 베르트람에 따르면 플라톤의 대화편 『크라튈로스』에서는 소크라

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언어에 관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나타

난다. 하나는 등장인물 크라튈로스가 대변하는 헤라클레이토스 등의 주

장으로 언어는 인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시하는 사물과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관계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베르트

람은 이러한 입장을 “자연주의”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등장인물 헤르모

게네스가 대변하는 파르메니데스, 데모크리토스 등의 주장으로 언어가

인간들 사이의 동의, 계약, 관습에 의해 정립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베르

트람은 이러한 입장을 “관습론”이라고 한다. 파르메니데스와 데모크리토

스의 주장에 대한 베르트람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본 연구에서 드러난

하이데거의 언어 형이상학적 입장과 이들의 유사성을 뚜렷하게 볼 수 있

게 해준다.

“이에 따르면 언어적 표현들은 우연히 확정되고, 이 표현들을 사용
하는 가운데 이 표현들은 단단하게 된다. 언어적 표현들은 인간의 
실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 데모크리토스는 언어적 표현이 변
한다는 것, 특정한 단어들이 상이한 사물들을 동시에 의미하고, 특

171) 소광희 역,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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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물들이 서로 다른 몇 개의 단어들로 표시된다는 사실에 주
목한다. 이 모든 것은 언어적 표현들이 발생했고 또 변할 수 있는 
그러한 특정한 확정함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172)

하이데거는 언어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생성된다는 언

어 형이상학적 “관습론”의 입장을 취했고 이에 따라서 프레게가 발견했

던 의미의 세계지향적 성격과 맥락적 성격이 언어 외적인 영역을 포함한

인간의 전반적인 실천에 기초하고 있는 것임을 주장하고 설명했던 것이

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 하이데거의 말 개념에 담긴 언어철학적 주장

은 베르트람이 제시한 근본 물음의 방향들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언어의 형이상학적 근거는 타인들과 함께 존재하는 현존재의 존재방식을

통한 일종의 합의에 있다. 둘째, 언어적 표현들의 의미는 개별적 현존재

의 기획투사로 궁극목적으로부터 유의의화된 의의 전체가 타인들과의 교

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객관화됨으로써 성립된다. 셋째, 언어적

표현들과 세계의 요소들은 후자로부터 전자가 생성소멸되는 근거관계에

있다. 넷째,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화자에 의해 결정되는 의미와 언어 공

동체에 결정되는 의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언어적 표현의

의미와 화자의 정신적 상태는 후자에 의해서 전자가 일부 결정되는 관계

에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는 현존재의 존재구성요소인 말이 가장 구체화

된 양식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현존재의 존재이해를 드러내고 현존재의

존재의 한 부분인 공동의 세계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근본적 중요성을

갖는다. 이처럼 존재와 시간의 말 개념을 규명하는 것은 언어철학사에

서 하이데거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게 해준다.

말 개념의 철학적 의미는 언어철학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하이데거

가 인간과 세계를 일차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파악하는 입장에 반대하

면서 현존재가 이미 세계 안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

으며 그 세계가 이미 현존재에게 개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 말 개념은 그에 더하여 현존재가 완성된 세계

172) 베르트람, p.44. 필자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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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일방적으로 세계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타인과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존재와 시간의 말 개념은 인

간과 세계에 관한 중요한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다.



- 95 -

참 고 문 헌

1. 1차 문헌

위너, 랭던, 길을 묻는 테크놀로지, 손화철 역, 서울:CIR, 2010.

하이데거, 마르틴, 존재와 시간, 소광희 역, 서울: 경문사, 1995.

하이데거, 마르틴, 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서울: 까치글방, 1997.

Heidegger, Martin, Being and Time, tr. John Macquarrie and Edward 

Robinson, New York : Harper, c1962.

Heidegger, Martin, Sein und Zeit,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2006.

2. 2차 문헌

박서현, 하이데거의 언어 사유와 역사 개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서울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5.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강독, 서울: ㈜그린비출판사, 2014.

베르트람, 게오르크 W, 언어, 의미 그리고 철학, 정대성 역, 서울:(주)

박이정, 2015.

야스퍼 립토우, 존재와 시간에서 언어의 기능에 대하여 , 존재론 연

구, 제23호, 2010, 207-236.

한국하이데거학회, 하이데거의 언어사상,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8.

Andrus, James P., “Listening to Each Other, Ourselves, and the World: A 

Study of Heidegger's Concepts of Discourse and Language”, Ric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Aler, Jan, “Heidegger’s conception of language in Being and Time”, Martin 

Heidegger : critical assessments, vol. 3,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2. 14-38.

Dreyfus, Hubert L., Being-in-the-world : a commentary on Heidegger's Being 

and time, division I,  Cambridge, Mass. : MIT Press, c1991 (1997 

printing).

Jung, Akung, “Discourse and the World of Dasein”, Paper presented at 



- 96 -

Graduat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hilosophy 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15~16 May. at National Taiwan University, Taiwan, 2016. 

Lafont, Cristina, “Was Heidegger an Externalist?”, Inquiry, vol. 48, 2005, 

507-532.

MacAvoy, Leslie, “Meaning, categories and subjectivity in the early 

Heidegger”, Philosophy & Social Criticism, vol. 31, 2005, 21-35.

Wrathall, Mark A.,“Social Constraints on Conversational Content: Heidegger 

on Rede and Gerede”, Philosophical Topics, vol. 27, 2000, 25-46.



- 97 -

Abstract

The Concept of Discourse 

in Being and Time

Jung, A-Gyeong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cept of discourse (Rede) in Being and Time must be defined in its 

range and funct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discourse only 

with the explanation in §34. We run into some words such as “articulation” 

and, “totality-of-signification” that are not immediately understood. We also 

encounter the claim that the discourse is different from language. In this 

thesis, I try to solve these problems by comparing major preceding 

researches on discourse and then giving my interpretation of the related 

passages in Being and Time.

First, the concept of articulation must be clarified to understand 

Heidegger’s definition that “Discourse is the Articulation of intelligibility.” 

Most preceding research regard discourse as making significations explicit, 

which cannot fully explain Heidegger’s definition of articulation, but we can 

overcome some of the interpretational limits if we see articulation as the 

determination of significations. 

After that, the range of concept of discourse should be demar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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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performed by examining the non-linguistic, non-intentional ways of 

being of Dasein. There is a disputes of whether or not discourse has 

non-linguistic aspects. I argue that Being & Time supports not only 

non-linguistic aspects but also non-intentional ways of being for two 

reasons: First, discourse is a moment that constitutes Dasein's being even 

when there is no intentional activity being. Second, the call of conscience, a 

mode of discourse, is described as non-intentional. This non-intentional 

character is not limited to the call of conscience but includes all of Dasein's 

non-intentional ways of being.

Finally, I argue that the discourse has the function of building the 

world with others on the basis of the previous definition of articulation and 

range of discourse. This is supported by the concept of the world and the 

description of the result that the discourse brings about in Being and Time. 

Discourse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the way it 

functions, and illustrated by everyday experience: structural discourse and 

active discourse. By understanding discourse as two types, we can explain 

some passages in Being and Time that are otherwise confusing.

Through these discussions, we acquire a definition that the discourse 

in Being and Time is a process of building the primary world with others, 

and it is done with linguistic, non-linguistic, intentional, and non-intentional 

ways. On the basis of the above definition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discourse constitutes Dasein's being by disclosing self and world with 

pre-intentional cognition of the significations, and listening to others and 

conscience.

keywords : discourse, language, others, world,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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